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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떤 피해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필요한 백업 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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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고 �

안전을 위해 다음 안전 경고를 읽고 따르십시오.

이 설명서를 숙지한 다음 Thecus IP storage을 설정하십시오. ¾

Thecus IP storage은 복잡한 전자 장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리하려 하 ¾

지 마십시오.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전원을 끄고 유자격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전원 코드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고 전원 코드를 밟힐 수 있는 곳에 놓지 마 ¾

십시오. 연결 케이블을 주의하여 배치하여 밟히거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Thecus IP storage은 온도가 0°C와 40°C 사이이고 상대 습도가 20% – 85% ¾

인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환경 조건에서 Thecus 

IP storage을 사용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Thecus IP storage에 올바른 공급 전압(AC 100V ~ 240V, 50/60 Hz, 3A) ¾

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hecus IP storage을 올바르지 않은 전원

에 연결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Thecus IP storage을 습기, 먼지 또는 부식성 액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¾

Thecus IP storage을 평평하지 않은 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¾

Thecus IP storage을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다른 열원에 노 ¾

출시키지 마십시오.

화학 약품 또는 에어로졸을 사용하여 Thecus IP storage을 청소하지 마십시 ¾

오. 전원 코드와 모든 연결 케이블을 뽑은 다음 청소하십시오. 

Thecus IP storage에 어떤 물체도 올려 놓지 마십시오. 또한 장치 과열을 피 ¾

하려면 통기 슬롯을 막지 마십시오.

포장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¾

장치를 폐기할 때는 전자 제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한 현지 규정을 따라 환경 ¾

을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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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입§

개요1.1 

Thecus IP 스토리지 서버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cus IP 스토리지는 간편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버이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 보안과 복구를 제공하는 RAID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유
지합니다 – RAID 5와 RAID 6을 사용하여 몇 테라바이트 이상의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모델에 따라 다름).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시킴에 따라 
Thecus IP 스토리지는 파일 관리 기능을 구비하고,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공유를 확
대시키고 더 빠른 데이터 응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cus IP 스토리지는 동작 
중인 하드 드라이브를 핫스왑하여 또 다른 Thecus IP 스토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스크 로밍 기능을 통해 데이터 이동성을 제공하므로 하드웨어 오류 시에 데이터의 연속
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hecus IP 스토리지는 Windows(SMB/CIFS), UNIX/Linux, 
Apple OS X 환경 사이의 데이터 통합과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Thecus IP 스토리지의 
GUI는 사용하기 간편하며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포장 내용물1.2 

N2520/N2560• 
Thecus IP 스토리지는 다음의 공통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닛 1개 �

간편 설치 안내서 1권 �

CD-타이틀 1개 �

이더넷 케이블 1개 �

액세서리 백 1개 �

HDD 호환성 목록 카드 1개 �

다국어 보증 카드 1개 �

전원 어댑터1개 �

전원 코드1개 �

N4520/N4560• 
Thecus IP 스토리지는 다음의 공통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닛 1개 �

간편 설치 안내서 1권 �

CD-타이틀 1개  �

이더넷 케이블 1개 �

액세서리 백 1개 �

HDD 호환성 목록 카드 1개 �

다국어 보증 카드 1개 �

전원 코드1개 �

포장이 완벽한지 확인하십시오.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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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패널1.3 

N2520/N2560:

Thecus N2520/N2560의 앞면 패널은 장치 표시기 및 하드 디스크 설치 슬롯이 있습니
다:

전면 패널
항목 설명

1. 시스템 상태 흰색 깜박임: 진단 모드 시작

흰색 고정: 진단 완료
2. HDD1 LED 흰색 깜박임: HDD 활동

빨간색: HDD 고장
3. HDD2 LED 흰색 깜박임: HDD 활동

빨간색: HDD 고장
4. LAN LED 흰색 고정: LAN 케이블 연결

깜박임: 네트워크 활동
5. USB LED 흰색 고정: 설치됨

흰색 깜박임: USB 복사 작업

빨간색 고정: USB 복사 실패
6. USB 복사 버튼 USB 저장소 내용을 N2520/N2560으로 복사합니다.
7. 전원 버튼/LED N2520/N2560 전원 켜기/끄기

파란색 고정: 시스템 준비

파란색 깜박임: 전원 켜는 중
8. USB 포트 디지털 카메라, USB 디스크, USB 프린터와 같은 USB 장치와 호환되는 USB 3.0 

포트. 
9. Thecus 로고 

LED
흰색 고정: 시스템 준비

흰색 깜박임: 시스템 부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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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520/N4560:

Thecus N4520/N4560의 앞면 패널은 장치 표시기, 시스템 정보, 하드 디스크 트레이가 
있습니다:

전면 패널
항목 설명

1. 전원 LED 파란색 고정: 전원 켜짐
2. 시스템 상태 주황색 깜박임: 진단 모드 시작

오렌지색 고정: 진단 완료
3. LAN LED Green: 네트워크 활동
4. 시스템 오류 진단 테스트 오류 시 빨간색 켜짐.
5. USB 포트 디지털 카메라, USB 디스크, USB 프린터와 같은 USB 장치와 호환되는 USB 

3.0 포트. 
6. 전원 버튼 N4520/N4560 전원 켜기/끄기
7. 위로 버튼 이전 구성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8. 아래로 버튼 USB 복사 확인을 표시합니다.
9. 입력 선택한 메뉴 옵션, 하위 메뉴, 또는 매개변수 설정을 입력합니다.
10. Esc 종료하고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11. LCD 디스플레이 현재 시스템 상태 및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12. HDD 트레이 4개의 HDD 트레이가 4x 3.5" 또는 4 x 2.5” HDD를 지원합니다.



4 1장: 도입

후면 패널1.4 

N2520/N2560• 
N2520/N2560 후면 패널에는 포트와 커넥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 패널
항목 설명

1. 시스템 팬 •	장치에서 열을 배출시키는 시스템 팬.
2. HDMI 포트 •	비디오/오디오 출력용
3. SPDIF 포트 •	오디오 출력용
4. LAN 포트 •	스위치 또는 라우터를 통해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LAN 포트.
5. USB 포트 •	디지털 카메라, USB 디스크, USB 프린터와 같은 호환되는 USB 장치용 USB 2.0 포트.
6. 전원 커넥터 •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원 코드를 전원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7. 초기화 버튼 •	 N2520/N2560를 초기화합니다.

• 후면의 초기화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네트워크 설정과 암호가 초기화
되고 Jumbo Frame Support(점보 프레임 지원)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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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520/N4560 :• 
N4520/N4560 후면 패널에는 포트와 커넥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 패널
항목 설명
1. 시스템 팬 •	장치에서 열을 배출시키는 시스템 팬.
2. USB 포트 •	디지털 카메라, USB 디스크, USB 프린터와 같은 호환되는 USB 장치용 USB 2.0 포트.
3. LAN 포트 •	스위치 또는 라우터를 통해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LAN 포트.
4. 초기화 버튼 •	 N4520/N4560를 초기화합니다.

• 후면의 초기화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네트워크 설정과 암호가 초기화
되고 Jumbo Frame Support(점보 프레임 지원)이 비활성화됩니다.

5. HDMI 포트 •	비디오/오디오 출력용
6. SPDIF 포트 •	오디오 출력용
7. 전원 커넥터 •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원 코드를 전원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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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하드웨어 설치§

개요2.1 

Thecus IP storage은 간편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시작을 돕기 위해서 
이 장은 Thecus IP storage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동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제
공합니다. 이 장의 내용을 숙지하여 설치 중에 장치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이 설명서 도입부에 제시된 안전 경고를 숙지합니다.1. 

가능한 경우 설치 중에 정전기 방지 손목띠를 착용하여 Thecus IP storage 의 민2. 
감한 전자 부품이 정전기 방전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Thecus IP storage의 전자 부품 주변에서 자화된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3. 
도록 주의합니다.

케이블 연결2.2 

다음 절차를 따라 Thecus IP storage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네트워크의 이더넷 케이블을 Thecus IP storage 후면 패널의 LAN 포트에 연결합1. 
니다.

 N2520/N2560시리즈LAN 포트 S     N4520/N4560 시리즈 LAN  S
포트

  

제공된 전원 코드를 후면 패널의 전원 소켓에 연결합니다. 전원 코드의 반대쪽을 2. 
서지 보호 소켓에 연결합니다.

N2520/N2560전원 커넥터 S N4520/N4560 시리즈전원 커넥터 S

전원 버튼을 눌러 Thecus IP storage를 부팅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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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20/N2560전원 버튼 S N4520/N4560 시리즈전원 버 S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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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시스템 관리§

개요3.1 

Thecus IP 스토리지는 액세스가 용이한 Web Administration Interface(웹 관리 인터페
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 어디에서든지 Thecus IP 스
토리지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웹 관리 인터페이스3.2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Thecus IP 스토리지 Web 
Administration Interface(웹 관리 인터페이스)에 엑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 Thecus IP 스토리지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본 IP 주소는 지능형 1. 
NAS 유틸리티 또는 LCD 패널(N4520/N4560만 해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공장 기본2.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비밀번호: admin

관리자로 로그인할 경우, 아래와 같이 면책사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에 로그인할 
때 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 확인란을 클릭하십시오. 

면책사항 페이지에 이어 Web Administration Interface(웹 관리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
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어디에서든지 실제로 Thecus IP 스토리지의 모든 측면을 구성하
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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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vorite(내 즐겨찾기)3.2.1 

“My Favorite(내 즐겨찾기)” 바로가기 키가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자가 종
종 사용하는 항목을 지정하고 이를 주 화면 영역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시
스템 즐겨찾기 기능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관리자는 메뉴 트리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여 즐겨찾기 기능을 My Favorites(내 즐
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뉴 표시줄 3.2.2 

메뉴 표시줄에서는 Thecus IP 스토리지의 모든 정보 화면과 시스템 설정을 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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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표시줄
항목 설명

시스템 관리 Thecus IP 저장소의 현재 시스템 상태.
저장소 Thecus IP 저장소에 설치된 저장소 장치에 대한 정보 및 설정.
파일 공유/권한 사용자 및 그룹 구성을 허용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설치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서버 시스템에 내장된, 정식으로 설치되거나 타사의 기본 프로그램 및 애

플리케이션. 
백업 Thecus IP 저장소의 백업 기능 범주 설정.
외부 장치 USB와 같은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치하는 장치에 대한 설정

다음 절에서 각 기능 및 Thecus IP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메시지 표시줄3.2.3 

마우스로 그 위를 움직이면 시스템 상태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표시줄
항목 Status(상태) 설명

RAID 정보 작성된 RAID 볼륨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바로가기 키로서 클릭하면 
RAID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디스크 정보 시스템에 설치된 디스크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바로가기 키로서 
클릭하면 디스크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트워크 녹색 점등: 네트워크 연결이 정상입니다.
적색 점등: 네트워크 연결에 이상이 있습니다.

로그아웃3.2.4 

클릭하면 웹 관리 인터페이스를 로그아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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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데이트 알림3.2.5 

시스템 파일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시스템이 관리 UI를 통해 알
리고 또 알림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깜박이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관련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언어 선택3.2.6 

Thecus IP 스토리지는 다음 언어를 포함한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 English(영어)

• Japanese(일본어)

• Traditional Chinese(중국어(번체))

• Simplified Chinese(중국어(간체))

• French(프랑스어)

• German(독일어)

• Italian(이탈리아어)

• Korean(한국어)

• Spanish(스페인어)    

• Russia(러시아어)

• Polish(폴란드어)

• Portugal(포르투갈어) 

메뉴 표시줄에서 Language(언어)를 클릭하면  selection(선택)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Thecus IP 스토리지용으로 선택된 언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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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ment (시스템 관리)3.3 

정보에서는 현재 제품 정보, 시스템 상태, 서비스 상태, 로그에 관한 보기를 제공합니다.

메뉴 표시줄에서 Thecus IP 스토리지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Thecus 
IP 스토리지의 상태와 기타 세부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General(일반)3.3.1 

로그인하면, 먼저 기본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화면이 표시되면서 
Manufacturer(제조업체), Product No.(제품 번호), Firmware Version(펌웨어 버전), 
System Up Time(시스템 가동 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항목 설명
Manufacturer(제조업체) 시스템 제조업체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Product No.(제품 번호) 시스템의 모델 번호를 표시합니다.
Firmware version(펌웨어 
버전)

현재의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Up time(가동 시간) 시스템의 총 실행 시간을 표시합니다.

Status(상태)3.3.2 

System Management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Status(상태) 항목을 선택하면 System 
Service Status(시스템 서비스 상태) 화면 및 HW Status(상태)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
면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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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하드웨어 정보3.3.3 

System Management (시스템 관리) 범주에서 Hardware Information(하드웨어 정
보) 항목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해당 모델의 관련 HW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아래에는 
Thecus N2520의 정보 예가 나와 있습니다. 

Logs(로그)3.3.4 

System Management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System Logs(시스템 로그) 항목을 선택
하면 System Logs(시스템 로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시스템 사용 기록과 디스
크 상태, 네트워크 정보 및 시스템 부팅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Logs(시스템 로그)
항목 설명

All(모두) 시스템 메시지, 경고 메시지, 오류 메시지를 포함하여 모든 로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INFO(정보) 시스템 메시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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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경고) 경고 메시지만 표시합니다.
ERROR(오류) 오류 메시지만 표시합니다.
Download All Log File(모든 

로그 파일 다운로드)
모든 로그를 외부 파일로 내보냅니다.

Truncate All Log File(모든 로그 

파일 지우기)
모든 로그 파일을 지웁니다.

The number of lines per 
page(페이지당 라인 수)

페이지당 표시하려는 라인 수를 지정합니다.

Sort Ascending(오름차순 정렬) 날짜별 오름차순으로 로그를 표시합니다.
Sort Descending(내림차순 

정렬)
날짜별 오름차순으로 로그를 표시합니다.

|<<  <  >  >>| 앞으로 ( >  >>| ) 및 뒤로( |<<  < ) 버튼을 사용하여 로그 페이지를 찾습니다.
로그를 다시 로드하는 중입니다.

Syslog Management(시스템 로그 관리)3.3.5 

로컬 또는 원격에 저장할 시스템 로그를 생성합니다. 또는 이를 기타 모든 장치에 대한 시
스템 로그 서버로 작동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NAS의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Nsync > log> messages. 

정보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로컬 및 원격.

시스템 로그 서버의 구성:• 

로컬에 저장할 시스템 로그 클라이언트와 대상의 구성:• 

원격에 저장할 시스템 로그 클라이언트와 대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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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Syslog Management(시스템 로그 관리)
항목 설명

Syslog Daemon(시스템 

로그 데몬)
시스템 로그 데몬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Syslog service(시스템 
로그 서비스)

서버를 선택하면, 관련된 시스템 로그 폴더를 사용하여 이 시스템을 
시스템 로그 서버로 지정한 다른 NAS 장치의 모든 시스템 로그와 이 
서버의 시스템 로그를 저장합니다. 이는 “error(오류)”, “Information(정보)”, 
“warning(경고)” 파일이 있는 관련 시스템 로그 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선택한 경우, “Local(로컬)” 또는 “Remotely(원격)”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rget(대상) Local(로컬)을 선택하면 모든 시스템 로그가 다음 파일부터 채워지는 관련 

시스템 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시스템 폴더에는 모든 시스템 로그를 

저장하는 “messages(메시지)” 파일이 있습니다.  Remotely(원격)을 

선택한 경우 시스템 로그 서버와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Syslog folder(시스템 로그 
폴더)

드롭다운 공유 목록에서 선택하면 모든 시스템 로그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 시스템 로그 폴더는 “syslog server(시스템 로그 서버)” 또는 “syslog 
client with local selected(로컬을 선택한 시스템 로그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Log Level(로그 레벨) ‘All(모두)”, “warning/error(경고/오류)”, ‘Error(오류)”의 3가지 다른 레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mote IP Address(원격 

IP 주소)
원격에서 시스템 로그 정보 저장을 선택한 경우 시스템 로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System Monitor(시스템 모니터)3.3.6 

시스템 모니터는 CPU/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처리량, 다양한 프로토콜의 온라인 사용
자 목록을 포함하여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메뉴 트리에서 “System Monitor(시스템 모니터)”를 클릭
하기만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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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섹션에서 “Monitors(모니터)” 탭의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원하는 모니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하려믄 항목을 클릭합
니다. 또한 그래픽으로 표시하려면 “Graphic(그래픽)”을 선택하거나, 일반 텍스트 모드로 
표시하려면 “Details(자세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모드를 선택한 경우, X 축을 클릭하여 지난 3분 간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픽 모드의 시스템 모니터에서는 2개의 섹션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자 목록의 경우, 시스템 모니터가 온라인 액세스 사용자와 방문한 공유 폴더
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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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onitor(시스템 모니터)
항목 설명
Save Layout(레이아웃 
저장)

선택한 모니터링 항목을 저장합니다. 이는 다음 번 방문할 때도 유지됩니다. 

Reset Layout(레이아웃 
초기화)

모니터링 항목을 기본 설정값으로 되돌립니다. 

History(기록) 이 확인란을 클릭하면 시스템 모니터 데이터가 RAID 볼륨의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 기록됩니다. 

Lock Layout(레이아웃 
잠금)

모든 모니터링 항목이 잠가져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클릭하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History(기록)가 활성화된 경우,  을 클릭하면 선택항목에 대한 기간이 다른 

시스템 모니터를 표시합니다. 

Time(시간): 시스템 시간 설정 3.3.3 

time(시간) 메뉴에서 Time(시간) 항목을 선택하면 Time(시간) 화면이 표시됩니다. 원하
는 Date(날짜), Time(시간), Time Zone(시간대)를 선택합니다. 또한 Thecus IP 스토리
지의 시스템 시간을 NTP (Network Time Protocol) Server(NTP (네트워크 시간 프로
토콜) 서버)와 동기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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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Time(시간)
항목 설명

Date(날짜) 시스템 날짜를 설정합니다.
Time(시간) 시스템 시간을 설정합니다.
Time Zone(시간대) 시스템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NTP Service(NTP 서비스) Enable(사용)을 선택하여 NTP 서버와 동기화합니다.

Disable(사용 안함)을 선택하여 NTP 서버 동기화를 닫습니다.
Sync with external NTP Server(외부 NTP 
서버와 동기화)

YES(예)를 선택하면 Thecus IP 스토리지와 선택한 NTP 서버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Apply(적용)을 눌러 변경합니다.

Notification configuration(알림 구성)3.3.8 

메뉴에서 Notification(알림) 항목을 선택하면 Notification Configuration(알림 구성) 화
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Thecus IP 스토리지가 사용자
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Apply(적용)을 눌러 모든 설정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
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Notification configuration(알림 구성)
항목 설명

Beep Notification(경보음 

알림)
문제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는 시스템 비퍼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Email Notification(이메일 

알림)
시스템 문제의 이메일 알림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19 3장: 시스템 관리

Authentication Type(인증 

유형)
SMTP 서버 계정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SMTP Server(SMTP 서버) SMTP 서버의 호스트 이름/IP 주소를 지정합니다.
Port(포트) 보내는 알림 이메일을 보내는 포트를 설정합니다.
SMTP Account ID(SMTP 
계정 ID)

SMTP 서버 이메일 계정 ID를 설정합니다.

Account Password(계정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Log Level(로그 레벨) 이메일을 내보낼 때의 로그 레벨을 선택합니다.
Sender’s E-mail 
Address(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를 설정합니다.

Receiver’s E-mail 
Address(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1,2,3,4)

이메일 알림을 받는 하나 이상의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합니다.

Schedule Power On/Off(전원 켜기/끄기 예약)3.3.9 

Thecus IP 스토리지 시스템 관리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Thecus IP 스토리지를 켜
고 끄도록 설정함으로써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Schedule Power On/Off(전원 끄기/켜기 예약) 항목을 선택하면 Schedule 
Power On/Off(전원 켜기/끄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Thecus IP 스토리지를 켜고 끄는 예약 시간을 지정하려면, 먼저 Enable Schedule 
Power On/Off(전원 켜기/끄기 예약 사용) 확인란을 클릭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예약을 지정하려는 각 요일의 켜기 및 끄기 시
간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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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Monday(월): On(켜기): 8:00; Off(끄기): 16:00

시스템을 월요일 오전 8시에 켜고 월요일 오후 4시에 끕니다. 시스템이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 동안 켜집니다.

on(켜기) 시간은 선택하고 off(끄기) 시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켜지면 예약된 
off(끄기)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켜져 있거나 장치를 수동으로 끕니다.

예 - Monday(월): On(켜기): 8:00

시스템을 월요일 오전 8시에 켜져서 수동으로 전원을 끄지 않는 한 꺼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일에 두 가지 on(켜기) 시간 또는 off(끄기)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시스템은 
이에 따라 켜지고 꺼집니다.

예 - Monday(월): Off(끄기): 8:00; Off(끄기): 16:00

시스템이 월요일 오전 8시에 꺼집니다. 시스템이 켜져 있다면 월요일 오후 4시에 꺼집니
다. 시스템이 월요일 오후 4시에 이미 꺼져 있다면, 시스템은 계속해서 꺼진 상태를 유지
합니다.

Administrator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3.3.10 

메뉴에서 Administrator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항목을 선택하면 Change 
Administrator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화면이 표시됩니다. New Password(새 
비밀번호) 난에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Confirm Password(비밀번호 확인) 난에서 새 비
밀번호를 확인합니다. Apply(적용)를 눌러 비밀번호 변경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및 LCD 입력 비밀번호 변경
항목 설명

New Password(새 비밀번호) 새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Confirm Password(비밀번호 확인) 새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Apply(적용) 이 버튼을 눌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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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Mgmt(구성 관리)3.3.11 

메뉴에서 Config Mgmt(구성 관리) 항목을 선택하면 System Configuration Download/
Upload(시스템 구성 다운로드/업로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저장된 시스템 구성
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Configuration Download/Upload(시스템 구성 다운로드/업로드)
항목 설명

Download(다운로드) 현재 시스템 구성을 저장하고 내보냅니다.
Upload(업로드) 저장된 구성 파일을 가져와서 현재 시스템 구성을 덮어씁니다.

시스템 구성을 백업하는 게 새 시스템 구성을 시험하다 작업 구
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백업한 시스템 구성의 펌웨어 버전이 동일해야만 복원할 수 있습
니다. 백업 세부사항에는 사용자/그룹 계정이 제외됩니다. 

Factory Default(공장 기본값)3.3.12 

메뉴에서 Factory Default(공장 기본값) 항목을 선택하면 Reset to Factory Default(공
장 기본값으로 초기화) 화면이 표시됩니다. Apply(적용)을 눌러 Thecus IP 스토리지를 
공장 기본 설정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하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지
워지지 않으나, 모든 설정값이 공장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Reboot & Shutdown(재부팅 및 종료)3.3.13 

메뉴에서 Reboot & Shutdown(재부팅 및 종료) 항목을 선택하면, Shutdown/Reboot 
System(시스템 종료/재부팅) 화면이 표시됩니다. Reboot(재부팅)을 눌러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거나 Shutdown(종료)를 눌러 시스템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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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System Check(파일 시스템 검사)3.3.14 

File System Check(파일 시스템 검사)에서는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에 결함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메뉴에서 File system Check(파일 시스템 검사)를 클릭하면 File System 
Check(파일 시스템 검사)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파일 시스템 검사를 수행하려면,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일단 클릭하면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면, 다시 File System Check(파일 시스템 검사) 프롬프트로 돌아갑
니다. 거기에 파일 시스템 검사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RAID 볼륨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RAID 볼륨을 검사하고 Next(다음)을 클릭하여 파일 시스템 검사를 진행합니다. 
Reboot(재부팅)을 클릭하면 검사를 실행하지 않고 재부팅됩니다.

Next(다음)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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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시작)을 클릭하면 파일 시스템 검사가 시작됩니다. Reboot(재부팅)을 클릭하면 시
스템이 재부팅됩니다.

파일 시스템 검사가 실행되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이 20 라인의 정보를 표시합
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파일 시스템 검사가 완료된 다음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Thecus 
IP 스토리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Wake-Up On LAN(원격 부팅) (WOL)3.3.15 

Thecus IP 스토리지는 WAN/LAN1 또는 LAN2 포트를 통해 대기 모드에서 나와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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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WOL 항목을 선택하면 Wake-up On LAN(원격 부팅)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
에서 Enable(사용) 또는Disable(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NMP Support(SNMP 지원) (N4520/N4560)3.3.16 

메뉴에서 SNMP 항목을 선택하면 SNMP Support(SNMP 지원) 화면이 표시됩니다. 
SNMP 기능을 활성화하여 각 필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NMP 관리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면 시스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SNMP 항목을 선택하면 SNMP Support(SNMP 지원)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
에서 Enable(사용) 또는Disable(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UI Login Function(UI 로그인 기능)3.3.13 

UI Login Configuration(UI 로그인 구성)을 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Web Disk(웹 디스
크) 및 Photo Server(사진 서버) 및 모듈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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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네트워킹)3.3.18 

시스템 관리 범주 메뉴에서 Networking(네트워킹)을 선택하면 Networking 
Configuration(네트워킹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전체 설정의 네트워크 파라
미터와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연결을 표시합니다. 이 항목을 변경하고 Apply(적용)을 눌
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다음 표에서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구성(전체 파라미터)
항목 설명

Host name(호스트 이름) 네트워크에서 Thecus IP 스토리지를 식별하는 호스트 이름

Domain name (도메인 

이름)
Thecus IP 스토리지의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WINS Server(WINS 서버) NetBIOS 컴퓨터용 서버 이름을 설정합니다.
DNS Mode(DNS 모드) DHCP 서버에서 DNS 서버를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전체 3개의 

DNS 서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에서 허용된 DNS 서버를 
선택한 경우 WAN/LAN1 포트를 참조합니다. 

DNS Server 1,2,3(DNS 
서버 1,2,3)

도메일 이름 서비스(DNS) 서버 IP 주소 

네트워크 구성(NIC 포트)
Link speed(링크 속도) 연결된 NIC 포트 링크 속도를 표시합니다. 
Link status(링크 상태) 연결된 NIC 포트 링크 상태를 표시합니다. 
MAC address(MAC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

Jumbo Frame Support(점보 

프레임 지원)
Thecus IP 스토리지 상의 연결 인터페이스의 점보 프레임 지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IPv4/IPv6 클릭하여 TCP/IP용 IPv4/IPv6을 활성화합니다. 기본값은 IPv4 사용입니다. 
Mode(모드) 정적 IP 또는 동적 I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 연결 NIC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http://en.wikipedia.org/wiki/NetB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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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mask/Prefix 
Length(넷마스크/접두어 

길이)

IPv4용 넷마스크와 IPv6용 접두어 길이를 입력합니다.

Gateway(게이트웨이) 연결 NIC용 게이트웨이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Thecus IP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기본 게이트웨이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클라이언트가 점보 프레임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한 기
가비트 환경에서 작동할 경우에만 점보 프레임 설정을 사용하십
시오.

SMTP와 NTP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올바른 DNS 설정
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속 이더넷(10/100) 스위치/라우터는 점보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으며, 점보 프레밍이 켜진 다음에는 Thecus NAS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 관리3.4 

Storage(스토리지) 메뉴는 Thecus IP 스토리지에 설치된 스토리지 장치의 상태를 표시
하고, 여기에는 RAID 및 디스크 설정, iSCSI (N4520/N4560) 및 ISO Mount (N4520/
N4560) 와 같은 스토리지 구성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Disks Information(디스크 정보)3.4.1 

Storage(스토리지) 메뉴에서 Disk Information(디스크 정보) 항목을 선택하면 Disk 
Information(디스크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설치된 여러 하드 디스크들
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설치된 디스크 위로 이동하면 디스크 슬롯 위치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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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s Information(디스크 정보)
항목 설명

Disk No.(디스크 번호) 디스크 위치를 나타냅니다.
Capacity(용량) SATA 하드 디스크 용량을 표시합니다.
Model(모델) SATA 하드 디스크 모델 이름을 표시합니다.
Firmware(펌웨어) SATA 하드 디스크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Bad Block(불량 블록) 
검사

Yes(예)를 누르면 Bad Block(불량 블록) 검사를 시작합니다.

S.M.A.R.T. Information(S.M.A.R.T. 정보)• 
Disk Information(디스크 정보) 화면에서 디스크를 선택한 후 “Smart(스마트)”를 클릭하
여 해당 디스크의 S.M.A.R.T. 정보를 표시합니다. 

또한 디스크 SMART 테스트(SAS HDD에는 적용되지 않음)를 수행할 수 있으며, 
“Test(테스트)”를 클릭하면 SMART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결과는 참조용일 뿐이며 시스
템은 이 결과로 인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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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nformation (S.M.A.R.T. 정보)
항목 설명

Tray Number(트레이 
번호)

하드 디스크가 설치된 트레이

Model(모델) 설치된 하드 디스크의 모델 이름
Power ON Hours(사용 
시간)

전원을 켠 상태가 지속된 시간 수. 이 속성의 원값은 전원이 켜진 상태가 지속된 
시간(제조업체에 따라 분 또는 초)의 총수를 표시합니다.

Temperature 
Celsius(섭씨 온도)

섭씨 도수로 표시된 하드 디스크의 현재 온도

Reallocated Sector 
Count(재할당된 섹터 수)

재할당된 섹터 수 하드 드라이브에서 읽기/쓰기/검사 오류가 발견되면, 하드 
드라이브는 이 섹터를 "재할당됨"으로 표시하고 데이터를 특별한 예비 지정 
영역(예비 영역)으로 옮깁니다.
이 프로세스는 리매핑이라고도 하며, "재할당된" 섹터는 리맵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신 하드 디스크에서는 표면 테스트 시 "불량 블록"을 볼 수 
없으며, 모든 불량 블록이 재할당된 섹터에 숨겨집니다. 그러나 재할당된 블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디스크 읽기/쓰기 속도가 그만큼 떨어집니다(최대 10% 이상).

Current Pending 
Sector(현재 보류 중인 
섹터)

현재 불안전한 섹터 수(리맵핑 대기 중). 이 속성의 원값은 리맵핑을 대기하는 섹터의 
총수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러한 섹터 중 일부를 읽는 데 성공할 경우, 이 값이 
줄어듭니다. 섹터를 읽을 때 오류가 여전히 발생하면, 하드 드라이브가 이를 예비 
지정 디스크 영역(예비 영역)으로 옮기고 이 섹터를 리매핑됨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속성 값이 0으로 유지되면, 이는 해당 표면 영역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est Type(테스트 유형) 테스트할 시간을 짧게 또는 길게 설정합니다.

Test Result(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

Test Time(테스트 시간) 테스트에 걸린 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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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블록 검사• 
Disk Information(디스크 정보) 화면에서 디스크를 선택한 후 “Detect Bad Block(불량 
블록 감지)”를 클릭하여 해당 디스크의 불량 블록 검사를 수행합니다. 결과는 참조용일 
뿐이며 시스템은 이 결과로 인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불량 블록 검사는 “Stop Detect Bad Block(불량 블록 감지 중지)”을 클릭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  



30  3장: 시스템 관리

RAID Information(RAID 정보)3.4.2 

Storage(스토리지) 메뉴에서 RAID 항목을 선택하면 RAID Information(RAID 정보) 화면
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Thecus IP 스토리지에 현재 상주하는 RAID 볼륨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화
면에서 RAID 볼륨의 상태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에 할당된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RAID Information(RAID 정보)
항목 설명

Master RAID(마스터 RAID) 현재 마스터 RAID 볼륨으로 지정된 RAID 볼륨
ID 현재 RAID 볼륨의 ID 

참고사항: 모든 RAID ID는 고유해야 합니다.
RAID 레벨 현재 RAID 구성을 표시합니다.
Status(상태) RAID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Healthy(양호), Degraded(저하) 또는 

Damaged(손상)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Disks Used(사용된 디스크 수) 현재 RAID 볼륨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하드 디스크 수
Total Capacity(총 용량) 현재 RAID의 총 용량
Data Capacity(데이터 용량) 사용자 데이터가 사용한 용량과 총 용량을 표시합니다.

RAID 만들기 • 
RAID Information(RAID 정보) 화면에서 create(만들기) 버튼을 눌러 CREATE 
RAID(RAID 만들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AID 디스크 정보 및 상태 외에, 이 화면에서 
RAID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reate RAID(RAID 만들기)를 사용하여, 스트라이프 크기와 RAID 디스크 또는 예비 디
스크로 만들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RAID 구성
항목 설명

Disk No.(디스크 번호) 설치된 하드 디스크에 지정된 번호
Capacity(용량) (MB) 설치된 하드 디스크의 용량
Model(모델) 설치된 하드 디스크의 모델 번호
Status(상태) 설치된 하드 디스크의 상태
Used(사용됨) 이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하드 디스크가 RAID 볼륨의 일부가 됩니다.
Spare(예비) 이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하드 디스크가 RAID 볼륨의 예비로 지정됩니다.
Master RAID(마스터 

RAID)
이 난을 선택하면 이 RAID가 마스터 RAID 볼륨으로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십시오.
Stripe Size(스트라이프 

크기)
이 항목은 스토리지 볼륨에 들어 있는 순차적 파일들의 성능을 최대화하도록 

스트라이프 크기를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볼륨에서 특별한 파일 스토리지 레이아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64K 설정을 유지합니다. 대용량 파일읭 경우 스트라이프 크기가 

클수록 좋습니다.
Data Percentage(데이터 

사용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RAID 볼륨의 백분률

Create(만들기) 이 버튼을 눌러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고 RAID 스토리지 볼륨을 만듭니다.

RAID 볼륨을 만들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RAID Information(RAID 정보) 화면에서 create(만들기)를 클릭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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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Configuration(RAID 구성) 화면에서, RAID 스토리지 공간을 JBOD, RAID 0, 2. 
RAID 1, RAID 5, RAID 6, RAID 10, RAID 50 또는 RAID 60으로 설정합니다(모
델에 따라 다름)— 각 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B: RAID 기본사항을 참조하
십시오.

RAID ID를 지정합니다. 3. 

이 RAID 볼륨을 마스터 RAID 볼륨으로 만들려면, Master RAID(마스터 RAID) 확4. 
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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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RAID 구성에서 하나의 RAID를 마스터 RAID 볼륨으로 지
정해야 합니다. 마스터 RAID 볼륨은 설치된 모든 모듈을 저장합
니다. 마스터 RAID가 다른 위치로 변경되면(즉 이전에 볼륨 1을 
지정했다가 나중에 볼륨 2를 마스터 볼륨으로 지정하면), 모든 
모듈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 마스터 RAID 볼륨에 들
어 있던 모든 시스템 폴더가 숨겨집니다. 이 볼륨을 다시 마스터 
RAID로 지정하면 이 폴더들이 다시 표시됩니다.

RAID 볼륨을 암호화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5. 

RAID 볼륨은 데이터 노출 위험을 방지하는 RAID 볼륨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RAID를 만드는 동안 Encryption(암호
화) 옵션을 활성화하고 인증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RAID 볼륨이 만들
어지는 동안 입력한 비밀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쓰기 가능한 외장 USB 디스크를 시스템의 
USB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스크린샷을 참조하십시오. 

Encryption(암호화) 확인란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Create(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을 
위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 팝업이 표시됩니다. 

RAID 볼륨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시스템을 부팅할 때까지 이 USB 디스크를 제거해도 됩
니다. 볼륨에 액세스할 때 시스템 USB 포트에서 키가 있는 USB 디스크를 발견하지 못하
면 RAID 볼륨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된 볼륨을 활성화하려면, 암호화 키가 들어 
있는 USB 디스크를 시스템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RAID 볼륨 암호화 키를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한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USB 디스
크에서 다음 형식의 암호화 키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RAID 볼륨이 만들어진 날짜)_xxxxxx.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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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디스크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암호화된 키를 백업해두십
시오. 

키를 분실하면 데이터를 도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RAID 볼륨 암호화를 활성화하면, 시스템 성능이 떨어집니다. 

암호화를 활성화한 RAID 볼륨은 볼륨 ID 이름 옆에 키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빠른 RAID — 빠른 RAID 설정을 활성화하면 RAID 만들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6. 

하드 디스크가 새 브랜드이거나 기존 파티션이 없는 경우에만 
“Quick RAID(빠른 RAID)”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트라이프 크기를 지정합니다. 64K가 기본 설정값입니다.7. 

이 RAID 볼륨의 파일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ext3, XFS, ext4 중에서 선택할 수 있8.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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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보내기)를 눌러 RAID 스토리지 볼륨을 빌드합니다.9. 

“Yes(예)”를 눌러 RAID 볼륨 만들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Finish(마침)”을 10. 
눌러 RAID 볼륨 빌드를 시작합니다. 

RAID 볼륨 빌드는 하드 드라이브의 크기와 RAID 모드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RAID 볼륨 빌드 프로세스
는 “RAID Building(RAID 빌드)”까지이며, 그 다음에는 데이터 
볼륨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AID을 만들면 현재 RAID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파괴됩니
다. 즉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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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레벨• 
스토리지 볼륨을 JBOD, RAID 0, RAID 1, RAID 5, RAID 6또는 RAID 10으로 설정할 있
습니다(모델에 따라 다름). 

       Level

Model
JBOD RAID 0 RAID 1 RAID 5 RAID 6 RAID 10

N2520/N2560 v v v
N4520/N4560 v v v v v v

RAID 구성은 대체로 장치를 처음 설치할 때만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 RAID 설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RAID 레벨
레벨 설명

JBOD 스토리지 볼륨은 RAID 지원이 없은 하나의 HDD입니다. JBOD는 최소 1개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RAID 0 데이터 스트리핑을 제공하나 중복이 없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나 데이터 안전성이 

없습니다. RAID 0은 최소 2개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RAID 1 디스크 미러링을 제공합니다. 단일 디스크에 비해 읽기 속도가 두 배이나 쓰기 속도는 

같습니다. RAID 1은 최소 2개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RAID 5 데이터 스트리핑과 스트라이브 오류 보정 정보가 제공됩니다. RAID 5은 최소 3개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RAID 5는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나도 괜찮습니다.
RAID 6 더블 디스크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독립적인 패리티 계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알고리즘을 채택합니다. RAID 6은 최소 

4개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RAID 6는 두 개의 디스크가 고장나도 괜찮습니다.
RAID 10 RAID 10은 신뢰성과 성능이 높습니다. RAID 10는 세그먼트가 RAID 1 배열인 

스트라이프 배열로 구현됩니다. 이 RAID는 RAID 1의 장애허용기능이 있고 RAID 
0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RAID 10는 4개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RAID 10는 두 개의 

디스크가 고장나도 괜찮습니다.

관리자가 RAID 상태가 저하되었을 때 제거해서는 안되는 하드 
디스크를 잘못 제거한 경우,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RAID 편집• 
RAID In format ion(RAID 정보) 화면에서 Ed i t (편집) 버튼을 눌러 RAID 
Information(RAID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dit RAID(RAID 편집)을 사용하여 RAID ID와 예비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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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제거 • 
RAID 볼륨을 제거하려면 클릭합니다. 선택한 RAID 볼륨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용자 데이
터와 iSCSI가 제거됩니다.

RAID 볼륨을 제거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RAID 목록 화면에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RAID 볼륨을 선택하고 RAID 1. 
Information(RAID 정보)를 클릭하여 RAID Configuration(RAID 구성) 화면을 엽
니다.

RAID Configuration(RAID 구성) 화면에서 Remove RAID(RAID 제거)를 클릭합니2. 
다.

확인 화면이 표시되면 정확하게 표현된 경우에 “Yes(예)”를 입력하여 “Remove 3. 
RAID(RAID 제거)” 작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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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을 제거하면 현재 RAID 볼륨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파괴됩
니다. 즉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하게 됩니다.

 

RAID 확장 (N4520/N4560)• 
RAID 1, RAID 5 또는 RAID 6 볼륨을 확장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RAID 볼륨 내의 하드 드라이브 중 하나를 교체하여 이를 자동으로 리빌드합니다.

2. 리빌드가 완료되면, RAID 배열 내의 나머지 디스크를 계속 교체할 수 있습니다. 

3. 하드 드라이브 교체를 완료하면 Web Management(웹 관리)에 로그온합니다. 
Storage(스토리지)> RAID로 이동하여 RAID Configuration(RAID 구성) 화면을 엽니다. 

4. RAID Information(RAID 정보) 화면에서 Edit(편집)을 클릭하여 RAID 
Configuration(RAID 구성) 화면을 엽니다.

5. RAID Configuration(RAID 구성) 화면에서 Expand(확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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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마이그레이션 (N4520/N4560)• 
RAID 볼륨이 만들어지면, 이를 다른 실제 드라이브로 이동하거나 모든 RAID 배열을 함
께 변경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RAID 1, RAID 5, RAID 6, RAID50 또는 RAID 60 볼륨
을 마이그레이트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RAID 구성 화면에서  Migrate RAID(RAID 마이그레이션)을 클릭합니다.1. 

가능한 RAID 마이그레이션 구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2. 
선택하고 Apply(적용)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이 RAID 볼륨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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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볼륨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 
있습니다.

RAID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마이그레이션이 구성 가능할 때 •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ID 레벨 마이그레이션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RAID 레벨 마이그레이션 중에는 시스템의 재부팅 또는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1. 

R1 to R5 or R1 to R6(R1에서 R5로 또는 R1에서 R6으로) RAID 마이그레이션을 2. 
하는 중에 모든 서비스가 재시작되며, “iSCSI” 볼륨은 동작 중에 읽기 전용 상태가 
되지만 "user data(사용자 데이터)" 볼륨은 읽기/쓰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마이크레이션 계획은 가능한 최대의 조합으로 된 Thecus 
IP 스토리지 제품에 기초한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HDD가 적은 
다른 모델에서는 RAID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웹 UI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능한 RAID 마이그레이션 계획 목록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도착 
위치 
출발 
위치 RAID 0 RAID 5 RAID 6
RAID 
1

[RAID 1] HDDx2 - [RAID 5] HDDx3 
[RAID 1] HDDx2 - [RAID 5] HDDx4 
 
[RAID 1] HDDx3 - [RAID 5] HDDx4 

[RAID 1] HDDx2 - [RAID 6] HDDx4 
 
[RAID 1] HDDx3 - [RAID 6] HDDx4 

RAID 
5

X [RAID 5] HDDx3 - [RAID 5] HDDx4 [RAID 5] HDDx3 - [RAID 6] HDD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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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스태킹 (N4520/N4560)3.4.3 

Thecus IP 스토리지의 용량은 스택 기능을 사용하여 훨씬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사용자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에 위치한 최대 5개의 다른 
스택 대상 볼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폴더 유형으로 동작하는 SMB 또는 
AFP와 같은 단일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 스태킹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스택 기능은 “Storage(스토리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
시오. 

A. 스택 대상 볼륨 추가 

위의 그림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스택 대상 장치 구성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아래
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추가된 스택 대상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 필요한 사용량에 따라 “Enable(사용)” 또는 
“Disable(사용 안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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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택 장치의 대상 IP 주소를 입력하고 Discovery(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
스템이 입력한 IP 주소에서 사용 가능한 대상 볼륨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볼륨이 있는 IP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액세
스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둡니다. 

볼륨이 있는 IP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액세
스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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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ed Target name(스태킹된 대상 이름)이 네트워크 공유 이름이 되고 SMB와 같은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 표시됩니다. 결과를 보려면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이름 
지정 제약에 유의하십시오. 

위의 그림에서 Stacked Target name(스태킹된 대상 이름)은 “pmdata1”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Microsoft Network Access를 통해 설정이 완료되기 전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Browseable(찾아보기 가능) 설정은 시스템 공유 폴더 설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웹 디스크를 통해 이 폴더를 보이게 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Yes(예)와 No(아니요)
를 선택할 때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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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공용) 설정은 ACL 권한 설정과 연관된 시스템 공유 폴더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합
니다. Public(공용)을 Yes(예)로 설정한 경우, 모든 사용자가 이에 액세스할 수 있고 ACL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비활성화됩니다. Public(공용)을 No(아니요)로 설정한 경우, 
Stack Target List(스택 대상 목록) 창에서 ACL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y(적용)을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B. 스택 대상 활성화 

설정이 적용되면, 시스템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다시 Stack Target List(스택 대상 목록) 
창으로 돌아갑니다. 스택 대상 장치 하나가 이 스택 마스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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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 연결된 스택 대상 장치에서 표시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된 스택 대상 장치가 스택 대상 볼륨과 다른 Thecus NAS에서 사용되는 
경우, Format(포맷) 항목이 표시되고 시스템이 이를 즉시 인식하여 용량을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Format(포맷) 항목이 사용 가능하며, Capacity(용량)과 Status(상태) 
항목이 각각 “N/A”와 “Unknown file system(알 수 없는 파일 시스템)”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Format(포맷)을 클릭하여 포맷을 진행합니다. 

포맷이 완료되면, 스택 대상 볼륨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Stack Target List(스택 
대상 목록) 화면에 볼륨의 용량과 상태가 표시됩니다. 

C. 스택 대상 편집

스택 대상을 변경하기 위해 해당 스택 대상에 대해 Edit(편집)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다음
과 같은 대화상자를 불러옵니다. 

변경한 다음 Apply(적용)을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변경내용이 적용되면, 
Stack Target List(스택 대상 목록) 창에서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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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스택 대상 ACL

스택 대상 Public(공용) 설정을 Yes(예)로 설정한 경우, ACL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나 Public(공용) 설정을 No(아니요)로 설정한 경우, ACL 버튼을 사
용하여 스택 대상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L 설정은 이전에 설정한 바 있는 시스템 폴더 설정과 똑같습니다. 

E. 스택 대상 재연결

활성화된 스택 대상 장치는 정전 또는 네트워크 분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연결이 끊
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Reconnect(재연결)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스택 대상의 재연결을 시도하려면 Reconnect(재연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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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탑재 (N4520/N4560)3.4.4 

ISO 탑재 기능은 Thecus 제품의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ISO 파일
을 탑재하고 이름을 내보내 탑재된 ISO 파일의 모든 세부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ISO 탑재 기능은 “Storage(스토리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
하십시오. 

ISO 탑재 기능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스크린샷이 표시됩니다. 

A. ISO 파일 추가

위의 그림의 드롭다운 공유 목록에서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탑재 표를 불러와 자세한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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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ISO 파일을 탑재하려면, 목록에 있는 ISO 파일을 선택하여 “Mount as(새 이름으로 탑
재):” 필드에 원하는 탑재 이름을 입력합니다. 확인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ISO 파
일 탑재를 완료합니다. 또는 “Mount as(다른 이름으로 탑재)”없이 ISO 파일 내보내기 이
름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ISO 파일 이름을 내보내기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Mount as(다른 이름으로 탑재):”를 빈칸으로 비워두면 시스템이 ISO 파일 이름으로 탑
재 지점을 만듭니다.

ISO 추가를 완료하면 페이지가 탑재된 모든 ISO 파일을 표시합니다, 

“Unmount(탑재 해제)”를 클릭하면 탑재된 ISO 파일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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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SO 사용법

탑재된 ISO 파일은 이름 지정이 동일한 폴더에 위치합니다. 아래의 스크린샷을 참조하십
시오. 

ISO 파일 “image(이미지)”는 보는 바와 같이 폴더 “Image(이미지)”로 탑재됩니다. 탑재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ISO 파일 “Thecus 01”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폴더 “Thecus 01”
을 만듭니다. 

iSCSI (N4520/N4560)3.4.5 

iSCSI에 할당되는 공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SCSI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이 시스템에 
따라 허용됩니다.

Model(모델) N4520/N4560
허용 iSCSI 볼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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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대상• 
iSCSI 대상 볼륨을 추가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연결된 RAID 볼륨이 있는 iSCSI를 클
릭하여 원하는 RAID 볼륨을 선택합니다. 

iSCSI 대상
항목 설명

Add(추가) 클릭하여 연결된 RAID 볼륨에서 iSCSI 대상에 공간을 할당합니다.
Modify(수정) 이를 클릭하여 iSCSI 대상을 수정합니다.
Advanced(고급) 현재 Admin이 iSCSI 설정과 연결된 Thecus IP 스토리지를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는 3개의 옵션(iSCSI CRC/Checksum(체크섬), 
Max Connections(최대 연결 수), Error Recovery Level(오류 복구 
레벨))이 있습니다.

Delete(삭제) 이를 클릭하여 iSCSI 대상을 삭제합니다.

iSCSI 볼륨에 공간 할당

현재 RAID 볼륨에서 iSCSI 대상에 대한 공간을 할당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iSCSI Target List(iSCSI 대상 목록)에서 iSCSI Target then click Add(iSCSI 대1. 
상 선택 후 추가 클릭)을 선택합니다.

 Create iSCSI Volume(iSCSI 볼륨 만들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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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볼륨 만들기
항목 설명

iSCSI Target 
Volume(iSCSI 대상 볼륨) 

iSCSI 대상 볼륨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Target Name(대상 이름) iSCSI 대상의 이름 이 이름은 Stackable NAS(스택 가능한 NAS) 기능에서 사용하여 이 

내보내기 공유를 식별합니다.
iqn_Year 드롭다운에서 현재 연도를 선택합니다.
Iqn_Month 드롭다운에서 현재 월을 선택합니다.
Authentication(인증) CHAP 인증을 선택하거나 None(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ername(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Password(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Password 
Confirm(비밀번호 확인)

선택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Mutual CHAP(상호 CHAP) 이 레벨의 보안에서는 대상과 개시자가 서로 인증합니다. 
Username(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Password(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Password 
Confirm(비밀번호 확인)

선택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RAID ID 현재 RAID 볼륨의 ID
LUN Allocation(LUN 할당)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드:

Thin-provision(씬 프로비전): iSCSI 씬 프로비저닝은 사용 가능한 물리적 
용량을 여러 iSCSI 대상 볼륨 만들기에 공유합니다. 가상 용량을 미리 지정할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물리적 공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nstant Allocation(즉석 할당): 사용 가능한 물리적 용량을 iSCSI 대상 볼륨에 
할당합니다.

LUN Name(LUN 이름) LUN의 이름 
Unused(사용되지 않음) 현재의 RAID 볼륨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간
Allocation(할당) iSCSI 볼륨에 할당된 공간의 백분률과 양
LUN ID 특정한 로직 장치 ID 번호 
iSCSI Block size(iSCSI 
블록 크기)

iSCSI block size(iSCSI 블록 크기)는 시스템 고급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고 기본값은 

512 바이트입니다. 
Windows XP에 2TB 이상이 구성되는 경우 [4K] 블록 크기. 
VMware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 512 바이트 ] 블록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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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대상 볼륨이 활성화되었는지 또는 연결된 iSCSI 대상 볼륨
을 획득하기 위해 개시자를 사용하는 동안 목록에서 제외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iSCSI 대상 볼륨 만들기는 최소한 하나의 LUN과 서로 연결됩
니다. 이는 “Thin-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 또는 “Instant 
Allocation(즉석 할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nable(사용)을 선택하여 iSCSI Target Volume(iSCSI 대상 볼륨)을 활성화합니2. 
다.

Target Name(대상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Stackable NAS(스택 가능한 3. 
NAS) 기능에서 사용하여 이 내보내기 공유를 식별합니다.

Year(연도) 드롭다운에서 현재 연도를 선택합니다.4. 

Month(월) 드롭다운에서 현재 월을 선택합니다.5. 

CHAP 인증 활성화 또는 None(없음)을 선택합니다.6. 

CHAP 인증을 활성화한 경우, username(사용자 이름)과 password(비밀번호)를 7. 
입력합니다. Password Confirm(비밀번호 확인) 난에 선택한 비밀번호를 다시 입
력하여 확인합니다.

Thin-Provision(씬 프로비전) 또는 Instant Allocation(즉석 할당)을 선택합니다.8. 

LUN Name(LUN 이름)을 입력합니다.9. 

Allocation(할당) 드래그 바에서 할당되는 백분률을 지정합니다.10. 

iSCSI 대상 볼륨이 만들어졌으면, LUN ID는 숫자상 오름차순으로 다음에 사용할 11. 
수 있는 번호를 기본값으로 하여 0 ~254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LUN ID는 고유
하고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2TB 배리어에서 iSCSI 대상 볼륨을 가지려면 [ 4K ] block size(블록 크기)를 선12. 
택하고 필요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 512 Bytes ] block size(블록 크기) 를 
선택합니다. 

1OK(확인)을 클릭하여 iSCSI 볼륨을 만듭니다.13. 

iSCSI 볼륨 수정• 
현재 RAID 볼륨에서 iSCSI 대상을 수정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iSCSI Target List(iSCSI 대상 목록)에서 Modify(수정)을 클릭합니다.1. 

 Modify iSCSI Volume(iSCSI 볼륨 수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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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을 수정합니다. ok(확인)을 눌러 변경합니다.

볼륨 확장• 
iSCSI 볼륨은 이제 사용하지 않은 볼륨에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Instant 
Allocation(즉석 할당) 모드에만 해당). 볼륨 목록에서 확장하려는 iSCSI 볼륨을 선택하고 
Expand(확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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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와 같이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Expand Capacity(용량 확장) 막대를 원하는 
크기로 끕니다. 그리고 나서 Expand(확장)을 눌러 작업을 확인합니다. 

iSCSI 확장은 iSCSI 대상 볼륨이 “Instant Allocation(즉
석 할당)"에 의해 최고에 이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Thin 
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가상 공간
이 초기 단계에서 지정되고, 따라서 확장 기능이 없습니다.  

볼륨 삭제• 
현재 RAID 볼륨에서 볼륨을 삭제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Volume Allocation List(볼륨 할당 목록)에서,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1. 

 Space Allocation(공간 할당)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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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예)를 누릅니다. 볼륨 내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됩니다.2. 

iSCSI Thin-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 
iSCSI Thin-Provision(씬 프로비전)을 선택하여 iSCSI 대상 볼륨을 만들려면, 물리적 
iSCSI 대상 볼륨 용량이 최대이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디스크를 추가하도록 실제로 공간
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iSCSI thin-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을 설정하려면, “Create LUN(LUN 만들기)” 설
정 화면에서 “Thin-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Allocation(할당) 막대를 원하는 크기로 끌어 iSCSI thin-provision(씬 프로비
전) 볼륨에 용량을 할당합니다. 

크기가 결정되었으면, OK(확인)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목록에서 iSCSI thin-
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스크린샷을 참조하십시
오. 



55 3장: 시스템 관리

물리적으로 용량을 할당하는 “Instant Allocation(즉석 할당)” iSCSI 대상 볼륨 만들기와
는 다릅니다! thin-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에서 iSCSI 대상 볼륨 만들기는 실제적으
로 최대 16384GB(16TB)까지 가능합니다. 

LUN ACL• 
iSCSI 대상이 만들어졌으면, iSCSI 볼륨을 완료하기 위해 한 단계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
다. “LUN ACL”에서 “Initiator iqn(개시자 iqn)”을 추가하고 ACL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
여 액세스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Initiator iqn(개시자 iqn)”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의 
스크린샷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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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 ACL 설정 화면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Initiator iqn(개시자 iqn)”을 입력하고 사용 가능한 목록에서 iSCSI 대상 볼륨 
액세스 권한을 설정한 다음 OK(확인)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액세스가 가능한 개시자는 아래의 스크린샷의 목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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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Initiator iqn(개시자 iqn)”은 선택된 원하는 iqn에 의해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
고 해당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고급 옵션• 
현재 Admin이 iSCSI 설정과 연결된 Thecus IP 스토리지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는 3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스크린샷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변경되면 
시스템을 재부팅해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iSCSI CRC/Checksum(체크섬)•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개시자가 “Data digest(데이터 다이제스트)”와 “Header 
digest(머리글 다이제스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Max Connections(최대 연결 수)

iSCSI 연결의 최대 수

Error Recovery Level(오류 복구 레벨)

오류 복구 레벨(ERL)은 전통적인 iSCSI(RFC 3720) and iSER (RFC 5046)에서 앞선 
iSCSI 연결 로그인 동안 조정됩니다. 

ERL=0: 세션 복구

ERL=0(세션 복구)은 명령, 연결 및/또는 TCP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트리거됩니다. 이는 
모든 고장에서 모든 iSCSI 연결의 제로 TSIH Restart(재시작)에서 iSCSI 로그인 요청을 

http://www.linux-iscsi.org/index.php/ISCSI
http://tools.ietf.org/html/rfc3720
http://www.linux-iscsi.org/index.php/ISER
http://tools.ietf.org/html/rfc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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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냄으로써 고장난 세션의 이전 연결 모두를 새 세션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줍니다.

ERL=1: Digest Failure Recovery(다이제스트 고장 복구) 

ERL=1, 전통적인 iSCSI에만 적용됨. iSCSI/SCTP(자체 CRC32C가 있음)와 두 가지 유형
의 iSER(현재까지)의 경우, 처리 머리글과 데이터 체크섬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RL=2: Connection Recovery(연결 복구) 

ERL=2, iSCSI Nexus (그리고 그 결과 SCSI Nexus) 내의 단일 및 다중 통신 경로 세션이 
고장난 iSCSI 연결의 iSCSI ITT에서 적극적으로 재결합/재시도를 허용합니다. ERL=2는 
iSCSI 패브릭이 모든 운송 레벨 패브릭 고장과 관련하여 OS와 완전히 독립적인 방법으로
(즉, 호스트 OS 스토리지 스택 항에서) 복구하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ile Sharing/Privilege (파일 공유/권한)3.5 

Thecus IP 스토리지에는 관리자가 다른 그룹 정책을 사용해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File Sharing/Privilege (파
일 공유/권한) 메뉴에서 사용자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지정한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ADS Support(ADS 지원) (N4520/N4560)3.5.1 

Windows Active Directory Server (ADS) 서버가 네트워크에 있는 도메인 보안을 처리
하도록 하려면, ADS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Thecus IP 스토리지
가 ADS 서버와 연결되어 도메인 사용자나 그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
습니다. File Sharing/Privilege (파일 공유/권한) 메뉴에서 Authentication(인증) 항목을 
선택하면 ADS Support(ㅍ 지원)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항목 중 어느 것이나 변경할 수 
있으며 Apply(적용)을 누르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DS Support(ADS 지원)
항목 설명

Work Group / Domain 
Name(작업 그룹/도메인 

이름)

SMB/CIFS 작업 그룹 및 ADS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예를 들어 MYGROUP).

ADS Support(ADS 지원) 비활성화를 선택하면 Windows Active Directory Server를 통해 인증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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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 Server Name(ADS 
서버 이름)

ADS 서버 이름 (예를 들어 adservername)을 지정합니다.

ADS Realm(ADS 영역) ADS 영역 (예를 들어 example.com)을 지정합니다.
Administrator ID(관리자 

ID)
Thecus IP 스토리지가 도메인에 링크하기 위해 필요한 Windows Active Directory 
관리자 ID를 입력합니다.

Administrator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ADS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Apply(적용) 설정을 저장합니다.

AD 도메인에 링크할 때, 아래의 그림과 예를 이용해서 Thecus IP 스토리지를 구성하면 
연관된 필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AD 도메인 예
항목 정보

Work Group / Domain 
Name(작업 그룹/도메인 

이름)

도메인

ADS Support(ADS 지원) 사용
ADS Server Name(ADS 서버 

이름)
Computer1

ADS Realm(ADS 영역) Domain.local
Administrator ID(관리자 ID) Administrator
Administrator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

LAN 구성 페이지에 지정된 DNS 서버가 ADS 서버 이름을 •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Thecus IP 스토리지와 ADS 간의 시간대 설정이 일치해야 • 
합니다. 

Thecus IP 스토리지 와 ADS 간의 시스템 시간 편차는 5분 • 
이내이어야 합니다.

관리자 비밀번호 필드는 ADS (Active Directory Server) • 
비밀번호용이며 Thecus IP 스토리지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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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User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3.5.2 

File Sharing/Privilege (파일 공유/권한)  메뉴에서 User(사용자) 항목을 선택하면 Local 
User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로컬 사용자 
Add(추가), Edit(편집) 및 Remove(제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Local User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
항목 설명

Add(추가)  Add(추가) 버튼을 눌러 사용자를 로컬 사용자 목록에 추가합니다.
Edit(편집)  Edit(편집) 버튼을 눌러 로컬 사용자를 수정합니다.
Remove(제거)  Remove(제거) 버튼을 눌러 선택한 사용자를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사용자 추가• 
Local User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 화면에서 Add(추가) 버튼을 클릭하1. 
면 Local User Setting(로컬 사용자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Local User Setting(로컬 사용자 설정) 화면의 User Name(사용자 이름) 난에 이2. 
름을 입력합니다.

User ID(사용자 ID) 번호를 입력하거나 공백으로 남겨두면 시스템 기본값이 적용3. 
됩니다. 

Password(비밀번호) 난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Confirm(확인) 난에 비밀번호4. 
를 재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속하게 될 그룹을 선택합니다. Group Members(그룹 구성 요소)는 이 사5. 
용자가 속해 있는 그룹의 목록입니다. Group List(그룹 목록)은 이 사용자가 속해 
있지 않는 그룹의 목룍입니다. <<  또는 >> 버튼을 눌러서 이 사용자를 그룸에 포
함시키거나 그룹에서 제외시킵니다.

Apply(적용)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만들어집니다.6. 

모든 사용자가 ‘사용자’ 그룹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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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집• 
Local User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 화면에서 기존 사용자를 선택합니다.1. 

Edit(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Local User Setting(로컬 사용자 설정) 화면이 표시됩2. 
니다.

여기에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재입력해서 확인하거나 << 또는 >> 버튼을 눌러3. 
서 이 사용자를 그룹에 포함시키거나 그룹에서 제외시킵니다. Apply(적용)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사용자 제거• 
Local User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 화면에서 기존 사용자를 선택합니다.1. 

Remove(제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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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roup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3.5.3 

File Sharing/Privilege (파일 공유/권한)  메뉴에서 Group(그룹) 항목을 선택하면 Local 
Group Configuration(로컬 그룹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로컬 그룹을 추
가, 편집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Local Group Configuration(로컬 사용자 구성)
항목 설명

Add(추가)  Add(추가) 버튼을 눌러 로컬 그룹 목록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Edit(편집)  Edit(편집) 버튼을 눌러 시스템에서 선택한 그룹을 수정합니다.
Remove(제거)  Remove(제거) 버튼을 눌러 선택한 그룹을 시스템에서 삭제합니다.

그룹 추가• 
Local Group Configuration(로컬 그룹 구성) 화면에서 Add(추가) 버튼을 클릭합니1. 
다. 

Local Group Setting(로컬 그룹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2. 

Group Name(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3. 

Group ID(그룹 ID) 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으로 남겨두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4. 
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Users List(사용자 목록)에서 이 그룹에 포함시킬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선택한 사5. 
용자를 << 버튼을 눌러서 Members List(구성 요소 목록)에 추가합니다. 

Apply(적용)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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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편집• 
Local Group Configuration(로컬 그룹 구성) 화면의 목록에서 그룹 이름을 선택합1. 
니다.

Edit(편집) 버튼을 눌러서 그룹에 있는 구성 요소를 수정합니다.2.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Users List(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3. 
<<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를 Members List(구성 요소 목록)에 집어 넣습니다 .

사용자를 그룹에서 삭제하려면, Members List(구성 요소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4. 
택한 다음 >> 버튼을 누릅니다.

Apply(적용)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5. 

그룹 제거• 
Local Group Configuration(로컬 그룹 구성) 화면의 목록에서 그룹 이름을 선택합1. 
니다.

Remove(제거)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시스템에서 삭제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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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Create Users and Groups(사용자 및 그룹 배치 만들기)3.5.4 

Thecus IP 스토리지는 사용자나 그룹을 배치 모드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Thecus IP 
스토리지는 쉼표로 분리되는 텍스트 문자(*.txt) 파일을 가져오기해서 수많은 사용자나 
그룹을 편리하게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ile Sharing/Privilege (파일 공유/권한)  메뉴에서 Batch Mgmt(배치 관리)를 클릭하면 
Batch Create Users and Groups(사용자 및 그룹 배치 만들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나 그룹 목록을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Browse…(찾아보는 중...)를 클릭해서 쉼표로 분리되는 해당 텍스트 문자의 위치를 1. 
찾아냅니다.

 텍스트 파일에 들어 있는 정보는 다음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그룹]

Open(열기)를 클릭합니다.2.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사용자 목록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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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Folder(공유 폴더)3.5.5 

File Sharing/Privilege (파일 공유/권한)  메뉴에서 Share Folder(공유 폴더)를 선택하면 
Folder(폴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Thecus IP 스토리지 볼륨에 폴더를 만들
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폴더 추가• 
Folder(폴더) 화면에서 Add(추가) 버튼을 누르면 Add Folder(폴더 추가) 화면이 표시됩
니다. 이 화면에서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한 다음 Apply(적용)을 눌러 
새 폴더를 만듭니다. 

Add Folder(폴더 추가)
항목 설명

RAID ID 새 폴더가 상주하는 RAID 볼륨
Folder Name(폴더 이름)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공용) 이 폴더에 대한 공용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을 눌러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수정• 
Folder(폴더) 화면에서 Edit(편집) 버튼을 누르면 Modify Folder(폴더 수정) 화면이 표시
됩니다. 이 화면에서 폴더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한 다음 Apply(적용)을 
눌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Modify Folder(폴더 수정)
항목 설명

Folder Name(폴더 이름)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공용) 이 폴더에 대한 공용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을 눌러 폴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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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제거• 
폴더를 제거하려면r지정된 폴더 행에서 Remove(제거)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이 폴더 
삭제를 확인합니다. Yes(예)를 누르면 폴더가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No(이니요)를 누르면 
폴더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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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 공유• 
공유 폴더에 대한 NFS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NFS Service(NFS 서비스)를 활성화한 다
음 Add(추가)를 클릭하여 호스트를 액세스 권한이 있도록 설정합니다.

NFS 공유
항목 설명

Hostname(호스트 이름) 호스트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Privilege(권한) 호스트는 읽기 전용이거나 폴더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습니다.
OS Support(OS 지원)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Unix / Linux 시스템

•	 AIX(1024 이상의 소스 포트 허용)
사용자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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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apping(IP 맵핑)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게스트 시스템 루트 계정이 이 공유에 대해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root:root).
•	 게스트 시스템 루트 계정은 NAS 상의 익명의 사용자에게 

맵핑됩니다(nobody:nogroup).
•	 게스트 시스템 상의 모든 사용자가 NAS 상의 익명의 사용자에게 

맵핑됩니다(nobody:nogroup).
사용자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Sync/Async(동기화/비동기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데이터 "Sync(동기화)"를 선택하거나 조정된 배치별로 

이루어지는 Async(비동기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pply(적용)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폴더 및 하위 폴더 액세스 제어 목록(ACL)• 
폴더 화면에서 ACL 버튼을 누르면 ACL setting(ACL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
에서 사용자와 그룹에 대한 특정 폴더 및 하위 폴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왼쪽 열에서 사용자나 그룹을 선택한 다음 Deny(거부), Read Only(읽기 전용) 또는 
Writable(쓰기 가능)을 선택하여 액세스 레벨을 구성합니다. Apply(적용) 버튼을 눌러 설
정을 확인합니다.

ACL 설정
항목 설명

Deny(거부) 이 열에 표시된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Read Only(읽기 전용) 이 열에 표시된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Writable(쓰기 가능) 이 열에 표시된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쓰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Recursive(순환) 모든 하위 폴더에도 액세스 권한을 이어받도록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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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액세스를 구성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ACL 화면에서 모든 네트워크 그룹과 사용자는 왼쪽 열에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이 1. 
목록에서 그룹이나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룹이나 사용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세 가지 액세스 레벨 열에 있는 2.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해당 열에 그룹이나 사용자가 표시되고 폴더에 대한 해
당 레벨의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니다. 

열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그룹과 사용자를 선택하고 이들에게 액세스 3. 
레벨을 지정합니다.

액세스 레벨 열에서 그룹이나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해당 열에서 Remove(제거) 4.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되면 Apply(적용)을 눌러 ACL 설정을 확인합니다.5. 

한 명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그룹에 속하고 그룹마다 권한이 
다를 경우, 우선순위는 거부 > 읽기 전용 > 쓰기 가능 순서입니
다.

하위 폴더 ACL를 설정하려면 “ ”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래의 스크린샷과 같이 하위 폴더
를 펼칩니다. 공유 레벨 ACL 설정과 동일한 단계로 수행하면 됩니다. 

ACL 화면에서는 특정 사용자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를 검색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빈칸에 찾으려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드롭다운에서 찾으려는 사용자가 들어 있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3. Search(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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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Quota(사용자 할당량)3.5.6 

 Thecus IP 스토리지는 시스템의 각 RAID 용량의 한정된 할당량으로 로컬 사용자나 AD 
사용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Enable(사용)”을 클릭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적용하
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각 사용자는 각각의 RAID 용량을 위한 전체적인 할당량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Quota Size(할당량 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용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설정
이 완료되면 “Apply(적용)”을 클릭해서 사용자 하당량 크기를 활성화하십시오. 

User and Group Backup(사용자 및 그룹 백업)3.5.3 

사용자 및 그룹 백업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템 사용자와 그룹을 다른 위치에 백업했다가 
필요할 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용자나 그룹 백업을 복원하면 현재의 사용자나 그룹 목록이 이 복원 파일의 내용
으로 교체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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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Support(LDAP 지원) (N4520/N4560)3.5.8 

LDAP은  LDAP 서버에 접속한 로그인 사용자를 인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LDAP 
서버 정보를 입력하면 LDAP 인증이 시작됩니다. LDAP 서버에 Samba sam과 POSIX 
ObjectClass 계정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LDAP Support(LDAP 지원)
항목 설명

LDAP Service(LDAP 
서비스)

LDAP 서비스를 Enable(사용) 또는 Disable(사용 안함)로 설정합니다

LDAP Server IP(LDAP 서버 
IP)

LDAP 서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Base Domain(기본 도메인) 기본 도메인 정보 ex. dc=tuned, dc=com, dc=tw를 입력합니다.
Manager(매니저) 매니저 이름을 입력합니다. 
Password(비밀번호) 매니저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을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Check 
ObjectClass(ObjectClass 
선택)

이 확인란을 클릭하여 LDAP 서버에 Samba sam과 POSIX 계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을 경우 서버가 LDAP 클라이언트 인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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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ervice(네트워크 서비스)3.6 

Network Service(네트워크 서비스) 메뉴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amba / CIFS3.6.1 

관리자가 Samba / CIFS 프로토콜과 연결된 Thecus IP 스토리지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변경된 옵션을 적용하려면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Samba 서비스 • 
UNIX 시리즈 운영 체제 및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의 SMB/CIF (Server 
Message Block / Common Internet File System)를 작동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트
워크 프로토콜에서 링크 역할을 합니다. Windows, Apple, Unix 드라이브 매핑용 SMB/
CIFS 프로토콜을 사용되도록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일부 환경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SMB/• 
CIFS를 사용 불능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파일 액세스 캐시• 
File Access Cache (파일 액세스 캐시)의 기본값은 Enable (사용)입니다. 이 옵션은 
SMB/CIFS 프로토콜에 따라 쓰는 중인 공유 폴더에 단일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하는 중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Samba 익명 로그인 인증• 
이 옵션을 사용되도록 설정할 때 공유 폴더가 공유 액세스를 통해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SMB/CIFS 프로토콜을 이용해 액세스하려면 시스템에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익명 로그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Native 모드의 Samba• 
Thecus IP 스토리지는 Samba 모드 옵션을 지원합니다. "Native" 모드가 선택된 ADS 환
경에서는 Thecus IP 스토리지가 로컬 마스터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Optimize Block Size (블록 크기 최적화)• 
이 기능은 가용한 디스크 공간을 보고할 때 Samba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고급 관리자는 블록 크기를 늘려 코드를 다시 컴파일링하지 않고도 쓰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4k  활성화=256k



73 3장: 시스템 관리

Server Signing (서버 서명)• 
Samba 서버가 FDCC의 US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설정입니다. 시스템이 Windows 환경에
서만 사용된 경우 “Mandatory (필수)”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Auto (자동)”을 선
택하십시오.  

Allocated Buffering Size (할당된 버퍼링 크기)• 
이 매개변수를 통해 관리자는 Samba 클라이언트 전용 버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2GB는 일반적으로 Samba 클라이언트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Mac OS X
는 2GB 미만의 파일 크기를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NIX 익스텐션• 
기본값은 Samba 사용을 위해 사용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smb 연결이 있는 
Mac OSX를 사용하면 권한 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발생하면, "UNIX 
Extension (UNIX 확장자)"를 사용 불능으로 설정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십시오.

Hide Temporary Files (임시 파일 숨기기)• 
이 기능은 Windows 상태에서 NAS의 Mac OS X 임시 파일을 숨깁니다.

Samba Recycle Bin (Samba 휴지통)• 
Thecus IP 스토리지는 SMB/CIFS 프로토콜을 통해 휴지통을 지원합니다. 

“Recycle Bin (휴지통)” 기능과 “Recycle Folder Display (휴지통 폴더 표시)”를 활성화
하면 삭제된 모든 파일/폴더가 “_NAS_Recycle_ (Associated RDID Volume)” 공유 폴
더 안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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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스템이 “RAIDpm”과 ‘RAID”라는 ID를 가진 2개의 RAID 볼륨을 생성했다
면, 2개의 휴지통 폴더가 “_NAS_Recycle_RAID”와 “_NAS_Recycle_RAIDpm”로 나타
납니다.

다음은 삭제된 폴더/파일을 위한 휴지통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휴지통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삭제된 폴더/파일을 제거하기 위해 “Day (일)”를 1. 
설정합니다. 휴지통을 수동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값을 “0”으로 놔둡니다. 

휴지통 “Size (크기)”를 설정하여 삭제된 폴더/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2. 
없는 경우 기본값을 “0”으로 놔둡니다. 

휴지통에 남아 있는 삭제된 파일/폴더는 권한을 유지합니다. • 
반면, 관리자와 소유자만 이 폴더/파일을 보기/읽기/쓰기 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한 개의 파일 크기가 2GB 이상이면 휴지통에 남아 • 
있지 않고 영구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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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Apple Network Setup)3.6.2 

System Network(시스템 네트워크) 메뉴에서 AFP 항목을 선택하면 AFP Support(AFP 
지원)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AFP용 구성 항목을 표시합니다. 이 항목 중 어느 것
이나 변경할 수 있으며 Apply(적용)을 누르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네트워크 구성
항목 설명

AFP Server(AFP 서비스) Thecus IP 스토리지를 MAC 운영 체제 기반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Apple 파일 

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MAC CHARSET(MAC 문자 

세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코드 페이지를 지정합니다.

Zone(구역) 애플릿 토크 서비스 구역을 지정합니다.

애플릿 토크 네트워크가 확장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여러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역 이름을 Thecus IP 스토리지에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구역 지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표 (*)를 입력해서 기본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Time Machine(타임 머신)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면 MAC 시스템에서 Thecus IP 스토리지를 MAC 타임 머신
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T i m e  M a c h i n e  b a c k u p 
folder(타임 머신 백업 폴
더)

드롭다운 목록에서 타임 머신 백업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NFS Setup(NFS 설정) (N4520/N4560)3.6.3 

System Network(시스템 네트워크) 메뉴에서 NFS 항목을 선택하면 NFS Support(NFS 
지원) 화면이 표시됩니다. Thecus IP 스토리지가 NFS 서버로서 작동하여, 사용자를 
활성화하면 선호하는 NFS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Apply(적용)을 눌러서 설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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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NFS Server Setting(NFS 서버 설정)
항목 설명

NFS NFS 지원을 Enable(사용) 또는 Disable(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을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FTP 3.6.4 

Thecus IP 스토리지가 FTP 서버로서 작동하여,사용자를 활성화하면 선호하는 FTP 프
로그램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System Network(시스템 
네트워크) 메뉴에서 FTP 항목을 선택하면 FTP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항목 중 어느 것이
나 변경할 수 있으며 Apply(적용)을 누르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FTP
항목 설명

FTP Thecus IP 스토리지에서 FTP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Secur i t y  FTP(보안 

FTP)
보안 FTP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클라이언트 FTP 소프

트웨어에 활성화된 보안 FTP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Port(포트) 비표준 포트에서 들어오는 연결의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External IP(외부 IP) Thecus 보안 FTP 서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라우터의 공용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통신 정보로 ftp 클라이
언트에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 a s s i v e  P o r t 
Range(패시브 포
트 범위)

(30000-32000)

FTP 서버가 사용하는 제한된 포트 범위.

FTP ENCODE(FTP 인
코딩)

FTP 클라이언트나 운영 체제가 유니코드 (예를 들어 Windows® 
95/98/ME 또는 MAC OS9/8)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서버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사용자의 운
영 체제와 동일한 인코딩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BIG5, HZ, GB2312, GB18030, ISO, EUC-JP, SHIFT-JIS 및 
UTF-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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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low  Anonymous 
FTP Access(FTP 
익명 액세스 허용)

Upload/Download(업로드/다운로드): 익명의 FTP 사용자가 공용 
폴더에/폴더로부터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합니
다.

Download(다운로드): 익명의 FTP 사용자가 공용 폴더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

No access(액세스 금지): 익명의 FTP 사용자가 액세스하지 못하
도록 차단합니다.

Auto Rename(자동 이
름 변경)

시스템이 확인한 다음 중복된 파일 이름으로 업로드된 파일의 이
름으로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이름 변경 형식은 [파일 이
름].#이며, 여기에서#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Upload Bandwidth(대
역폭 업로드)

파일 업로드에 할당된 최대 대역폭을 설정하면 됩니다. 선택 사항
에는  Unlimited(무제한), 1 ~ 32 MB/s가 포함됩니다.

D o w n l o a d 
Bandwidth(대역폭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에 할당된 최대 대역폭을 설정하면 됩니다. 선택 사
항에는  Unlimited(무제한), 1 ~ 32 MB/s가 포함됩니다.

Thecus IP 스토리지의 공유 폴더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 적절
한 사용자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각 공유 폴더로의 액세스 통제는 ACL 페이
지 (Storage Management(스토리지 관리) > Shore Folder(폴더 표시) > ACL)에 설정되
어 있습니다.

TFTP(N4520/N4560)3.6.5 

Thecus IP 스토리지는 TFTP 서버로서 작동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TFTP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ystem Network(시스
템 네트워크)  메뉴에서 TFTP 항목을 선택하면 TFTP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항목 중 어
느 것이든 변경할 수 있으며 Apply(적용)을 누르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TFTP
항목 설명

TFTP Thecus IP 스토리지에서 TFTP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IP WAN/LAN1 또는 LAN2를 점검하여 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Port(포트) 비표준 포트에서 들어오는 연결의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Share Folder(공유 폴더)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합니다. 폴더가 비어 있으면 안됩니다. 
Folder Permission(폴더 사용 권한) 폴더 사용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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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rvice(웹 서비스) 3.6.6 

Network Service(네트워크 서비스) 메뉴에서 WebService(웹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면 
WebService Support(웹 서비스 지원)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시스템의 서비스 
지원 파라미터를 표시합니다. 이 항목 중 어느 것이나 변경할 수 있으며 Apply(적용)을 누
르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Web Service(웹 서비스)
항목 설명

HTTP (WebDisk) Support(HTTP(웹 

디스크) 지원)
웹 디스크 지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포트 번호 기본값은 80입니다. 
HTTPs (Secure WebDisk) 
Support(HTTPs(보안 웹 디스크) 지원)

보안 웹 디스크 지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포트를 입력합니다.
Certificate Type(인증서 유형) 사용 가능한 인증서 ID가 있을 경우 “User(사용자)”를 선택합니다. 

VeriSign으로부터 적용합니다. 또는 시스템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System(시스템)”을 선택합니다.
Certificate File(인증서 파일) 인증서 유형 “User(사용자)”를 선택할 경우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Certificate Key File(인증서 키 파일) 인증서 유형 “User(사용자)”를 선택할 경우 인증서 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CA Certificate File(CA 인증서 파일) 인증서 유형 "User(사용자)"를 선택할 경우 CA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Restore All SSL Certificate Files(모든 SSL 
인증서 파일 복원)

클릭하면 기본 인증서 세부사항으로 돌아갑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HTTP 지원을 비활성화하고 보안 HTTP 지원을 활성화하면 안
전한 액세스가 보장됩니다.

UPnP3.6.3 

이 장치는 UPnP 미디어 서버를 지원해서 UPnP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 DMA 장치)가 있
는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도록 해줍니다. 범용 플러그앤플레이 프로토콜을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합니다. UPnP는 Thecus IP 스토리지의 IP 주소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79 3장: 시스템 관리

Bonjour Setting(Bonjour 설정)3.6.8 

Bonjour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인 Zeroconf의 Apple Inc. 제품 이름입니다. 
Bonjour는 프린터나 다른 컴퓨터와 같은 장치의 위치와, 이러한 장치가 멀티 캐스트 도메
인 이름 시스템 서비스 기록을 사용해서 로컬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치를 찾
아냅니다. 이 완벽한 가이드는 Bonjour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활성화되도록 만드
는 데 사용된 프로토콜이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Bonjour Zeroconf 방법
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SSH3.6.9 

장치에 이제 SSH 프로토콜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SSH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콘솔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SSH 기본 로그인 사용자 이름은 “root”이며 
비밀번호는 관리자의 비밀번호입니다. 기본 관리자 비밀번호는 “admin”이며, 관리자 비
밀번호가 변경되면 SSH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SSH
항목 설명

SSH Service(SSH 서비스) SSH 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Port(포트) 포트 번호 기본값은 22입니다.
SFTP SSH 서비스에 따라 SFTP 프로토콜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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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NS3.6.10 

인터넷에서 서버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려면, 고
정되고 기억하기 쉬운 호스트 이름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ISP가 동적 
IP 주소만 제공할 경우 서버의 IP 주소가 때때로 변경되므로 기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DDNS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NAS의 DDNS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NAS를 다시 시작하거나 IP 주소가 바뀔 때마다 
NAS가 즉시 새 IP 주소를 기록할 것을 DDNS 공급업체에 통지합니다. 사용자가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NAS에 연결하려고 하면, DDNS가 기록된 IP 주소를 사용자에게 전송합
니다.

NAS 는 다음과 같이 DDNS 공급업체를 지원합니다. 

DyDNS.org(Dynamic DNS),DyDNS.org(Custom DNS),DyDNS.org(Static DNS),

www.zoneedit.com,www.no-ip.com.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DDNS
항목 설명

DDNS Service(DDNS 
서비스)

DDNS 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gister(레지스터)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DDNS 레지스트리 키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Password(비밀번호) DDNS 레지스트리 키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이름 DDNS 레지스트리 키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http://www.zoneedit.com,www.n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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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P Port Management(UPnP 포트 관리)3.6.11 

사용자가   FTP, SSH, 웹 디스크나 http 등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서비스에 액세
스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가 UPnP 포트 관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UPnP 포트 포워딩 기능을 설정하려면 라우터의 "UPn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UPnP 구성 페이지가 있는 라우터 제품 중 한 제품의 예입니다. 

라우터가 “UPnP 서비스”를 활성화한 다음에는 관련 라우터로부터 UPnP 포트 관리 화면
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가 들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Add Rule(규정 추가)”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부터 더 많은 포트 맵핑을 추가
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으며, "Refresh(새로 고침)"를 누르면 최근에 업데
이트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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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P Port Management(UPnP 포트 관리)
항목 설명

Start port(포트 시작) 주어진 포트 번호에서 시작됩니다.  
End port(포트 종료) 주어진 포트 번호에서 종료됩니다.
Protocol(프로토콜) 포트 포워딩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Description(설명) 적용될 경우 포트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Apply(적용)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Cancel(취소) “Cancel(취소)”을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취소합니다.

Application Server(응용 프로그램 서버)3.3 

Thecus IP 저장소는 iTunes 서버와 마찬가지로 추가 정식 제품 또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과 같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iTunes® Server(iTunes® 서버) (포함됨)3.3.1 

내장된 iTunes 서버 성능으로 인해, Thecus IP 스토리지가 디지털 음악을 네트워크 상에
서 어디에서든 공유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pplication Server(응용 프로그램 서버) 메뉴에서 iTunes 항목을 선택하면 iTunes 
Configuration(iTunes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iTunes 서비스를 활성화하
거나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활성화되기만 하면 각 필드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다음 
Apply(적용)을 눌러서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각 필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iTunes Configuration(iTunes 구성)
항목 설명

iTunes Service(iTunes 
서비스)

iTunes 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iTunes Server 
Name(iTunes 서버 이름)

Thecus IP 스토리지를iTunes 클라이언트와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Password(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Tunes 음악으로의 액세스를 통제합니다.
Rescan Interval(재검색 

주기)
초 단위로 재검색합니다.

MP3 Tag Encode(MP3 
태그 인코딩)

Thecus IP 스토리지에 저장할 MP3 태그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모든 
ID3 태그는 UTF-8 형식으로 전송됩니다.

일단 iTunes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Thecus IP 스토리지가 모든 음악을 iTunes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Music(음악) 폴더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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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식 애플리케이션3.3.2 

Web disk, Piczza(사진 서버), Transmission-Kit (BT 다운로드 관리자)와 같은 미리 로
드된 몇 개의 정식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서버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 설치3.3.3 

애플리케이션 서버 범주에서 모듈 셜치 항목을 선택하면 모듈 관리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타사 사용자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NAS 애플리케이션3.3.4 

애플리케이션 서버 범주에서 NAS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현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정식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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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백업)3.8 

Thecus IP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Rsync Target Server(대상 서버 재동기화)3.8.1 

데이터를 백업할 때 유연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ata guard(데이터 가드)는 모
든 공유의 전체 백업, 선택한 공유의 사용자 지정 백업 및 iSCSI 볼륨 백업을 포함하여 많
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Linux 운영 체제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며 전송 
중의 데이터 소실이 다른 원격 백업 시스템들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 자습서의 경우 이 클라이언트/서버 백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Backup(백업)에서 
Rsync Target Server(대상 서버 재동기화)(단계 1)와 Data Guard(데이터 가드)(단계 2)
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Remote Replication(원격 복제)” 기능이라고 이름 붙
일 수 있습니다. 

단계 1 – 대상 (백업) NAS에서 재동기화 활성화

웹 브라우저에서 UI를 통해서 대상(백업) NAS에 로그인합니다.

UI 메뉴의 Backup(백업)에서 Rsync Target Server(대상 서버 재동기화)로 이동합니다.

Rsync Target Server(대상 서버 재동기화)를 활성화합니다.1. 

username(사용자 이름)과 password(비밀번호)를 추가합니다(NAS의 사용자 이름 2. 
및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음).

Apply(적용)를 선택합니다.3. 

데이터를 원격으로 이 재동기화 대상 서버로 백업하려면 이 사용
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NAS에서 재동기화가 활성화되어 NAS를 백업 재동기화를 위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백업 NAS만 이 방법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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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드(원격 백업)3.8.2 

2 단계 – 소스 NAS에서 백업 작업 및 스케줄 설정

-웹 브라우저에서 UI를 통해서 다른 NAS(사용자의 소스 NAS)에 로그인합니다.

-UI 메뉴의 Backup(백업)에서 Data Guard(데이터 가드)로 이동합니다.

-Data Guard(데이터 가드) 기능 목록에서 Add(추가)를 선택합니다.

Remote Data backup(원격 데이터 백업)
항목 설명

Add(추가) 새 작업을 추가합니다.
Edit(편집) 선택한 작업을 편집합니다. 
Remove(제거) 선택한 작업을 제거합니다.
Start(시작) 해당 작업이 스케줄에서 설정되어 있고 즉시 시작되려 하는 경우, 

클릭하면 작업이 즉시 시작됩니다. 
Stop(중지) 해당 실행 작업을 중지합니다. 또한 작업이 실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Stop(중지)”을 클릭하면 실행 과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조작을 재시작하려면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Restore(복원) 해당 작업을 복원합니다.
Log(로그) 진행 중인 해당 작업을 자세히 보려면 클릭합니다. 
Restore NAS 
Configuration(NAS 구성 복원)

시스템 구성을 선택한 대상 위치부터 소스 장치로 복원하려면 
클릭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원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 설정 마법사가 아래와 같이 표시되면 “Remote Backup(원격 백업)”을 클릭
합니다:

그럴 경우 3가지 선택이 표시되며 다음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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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Data backup(원격 데이터 백업)
항목 설명

Full Backup(전체 백업) “Full backup(전체 백업)”은 소스의 모든 공유를 대상 위치에 
백업합니다. 또한 소스가 없을 경우 대상 위치로부터 공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서버가 소스 서버와 
동일한 모델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Custom Backup(사용자 지정 
백업)

“Custom backup(사용자 지정 백업)”을 선택하면 원하는 공유를 
선택하여 대상 위치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iSCSI Backup(iSCSI 백업) “iSCSI backup (iSCSI 백업)”을 선택하면 iSCSI 볼륨을 단일 파일로 
대상 위치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Full Backup(전체 백업)• 
Full backup(전체 백업)을 클릭하면 설정 화면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원격 대상 IP 
(대상 위치)와 포트(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만 변경 필요)를 입력합니다.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해당 대상 서버도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원격 대상 서버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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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완료한 후 “Connection Test(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십시오. 소스 장치가 해당 
대상 시스템과 연결하려 합니다.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 “Connection 
passed(연결 성공)”가 표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Failed(실패)”가 표시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하면 더 많은 설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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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Add Rsync Backup Task(백업 재동기화 작업 추가)
항목 설명

Task Name(작업 이름) 작업 이름이 작업 목록에 표시됩니다.
Backup Type(백업 유형) Real time(실시간):

폴더/파일을 소스에서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백업합니다. 한편, 소스의 
모든 변경 내용이 대상에 즉시 백업됩니다.
 
Schedule(스케줄): 

작업이 스케줄에 따라서만 시작됩니다. 
Sync Type(동기화 유형) Sync(동기화) 모드: 

소스와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게 합니다. 즉, 소스에서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대상에서 파일이나 추가되거나 삭제됩니다.

Incremental(증분) 모드:
소스와 대상을 일치하게 하고 이전 파일을 모두 보관합니다. 소스에서 

파일을 추가하면 대상에서 파일이 추가되지만 소스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대상에서는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Compress(압축) 이 옵션을 사용하면 대상 장치로 전송되는 파일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 
중인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주며, 연결 속도가 느린 경우에 유요합니다.

Backup NAS Config(NAS 
구성 백업)

이 옵션을 사용하면 소스 장치 시스템 구성이 대상 시스템의 지정된 
경로에 백업됩니다.  

Resume Partial File(부분 
파일 재시작)
Handle Sparse 
File(스파스 파일 취급)

대상 위치에서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스파스 파일을 효율적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Keep ACL Setting(ACL 
설정 유지)

데이터 자체뿐 아니라 ACL 구성 및 해당 폴더/파일도 백업합니다. 

Log Location(로그 위치)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로그 세부사항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Speed Limit(속도 제한) 데이터 백업 작업을 위한 대역폭 제어값을 입력합니다. 
Timeout Limit(타임아웃 
제한)

소스 시스템과 대상 시스템 사이의 연결을 구축하려고 할 때의 
타임아웃을 설정합니다. 

Enable Schedule(스케줄 
사용)

백업이 “Schedule(스케줄)”로 설정되면 관련 기간과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필수 입력 필드를 입력하고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완료합니
다. 데이터 가드 작업이 목록에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작업 목록에서 새로 추가된 작업 “fullback01”을 볼 수 있습니다. 백업은 “real time(실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태 필드에는 백업이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동안 
“Processing(진행 중)”이 표시됩니다.  

Custom Backup(사용자 지정 백업)• 
사용자 지정 백업 설정은 전체 백업과 비슷합니다. 아래에는 차이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스가 백업하려는 대상 서버의 공유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위 폴더를 비워둘 1.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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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버에 백업하려는 소스 공유 폴더를 선택합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 확인란에2. 
서 “Select All(모두 선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Next(다음)”를 클릭하면 더 많은 설정이 표시됩니다. 이들 설정은 “Full 3. 
backup(전체 백업)”을 위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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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마침)”를 클릭하면 데이터 가드 작업이 목록에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4. 

작업 목록에서 새로 추가된 작업 “customback01”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업은 
“schedule(스케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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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Backup(iSCSI 백업)• 
소스 장치에 iSCSI 볼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상 장치에 단일 파일로 백업될 수 있습니
다. 절차는 앞의 “Full backup(전체 백업)” 및 “Custom backup(사용자 지정 백업)”의 절
차와 동일하며, 데이터 가드 마법사에서 “iSCSI backup(iSCSI 백업)”을 선택합니다. 

소스가 백업할 대상 서버의 공유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위 폴더를 비워둘 수 1. 
있습니다. 

대상 서버에 백업하려는 iSCSI 대상 볼륨을 선택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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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다음)”를 클릭하면 더 많은 설정이 표시됩니다. 이들 설정은 “Full 3. 
backup(전체 백업)” 및 “Custom backup(사용자 지정 백업)”의 설정과 약간 다릅
니다. “Schedule(스케줄)” 백업만 지원되며 옵션이 더 적습니다. 

“Finish(마침)”를 클릭하면 데이터 가드 작업이 목록에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4. 

작업 목록에서 새로 추가된 작업 “iscsiback01”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업은 
“schedule(스케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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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폴더 이름은 iSCSI_+대상 볼륨 이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iSCSI_pmtest”로 표시됩니다. pmtest는 iSCSI 대
상을 만들었을 때의 iSCSI 대상 이름입니다. 

iSCSI 백업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iSCSI_pmtest” 작업은 대상 
172.16.66.131과 “iSCSI_pmtest” 파일이 있는 공유 폴더 NAS_Public에 백업되었습니
다.

Restore(복원)• 
백업을 백업 작업에서 복원하려면 작업을 작업 목록에서 선택한 후 기능 표시줄에서 
“Restore(복원)”을 선택합니다.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해당 파일/폴더를 대상 서버에서 
소스 서버로 복원시킵니다. 

Restore NAS Configuration(NAS 구성 복원)• 
이 기능은 시스템 구성을 새 장치에 복원해야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음 예를 따라 기능 
작동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의 소스 시스템은 3개의 RAID 볼륨 즉 “RAID”, “RAID10” 및 “RAID20”을 갖고 있
고 시스템 구성을 대상 서버에 백업했습니다. 

새 소스 장치에는 1개의 RAID 볼륨 “RAID”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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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backup(전체 백업)” 또는 “Custom backup(사용자 지정 백업)”으로 새 백업 1. 
작업을 추가하고 “Backup NAS Config(NAS 구성 백업)” 옵션을 아래와 같이 활성
화할 때 백업 작업이 실행될 때마다 소스 장치 시스템 구성이 대상 시스템의 지정된 
경로에 백업됩니다. 

“Restore NAS Configuration(NAS 구성 복원)”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2. 
표시됩니다. 시스템 구성이 백업된 경우 대상 서버의 IP 주소와 필요한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Connection Test(연결 테스트)”를 실행하여 소스 서버와 대상 서버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용 가능한 시스템 구3. 
성 백업 파일의 목록에 화면에 표시됩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Next(다음)”
를 클릭합니다. 또한 백업 파일로부터 복원하기 전에 현재 시스템 구성을 다운로드
하기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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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다음)”를 클릭한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왼쪽에는 3개의 RAID 4. 
볼륨을 포함하는 구성 백업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단일 “RAID” 볼륨
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예를 다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백업 구성은 현재 시스템과 다른 수의 RAID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3개 대 1개). 볼5. 
륨은 시스템에 의해서 정렬된 RAID 볼륨 매핑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계속 진행
하여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공유 폴더 등과 같은 3개의 RAID 볼륨 
모두의 구성이 RAID 볼륨 “RAID”에서 현재 장치로 모두 복원된다는 것을 뜻합니
다. 

다른 경우에, 현재 장치에 2개의 RAID 볼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현재 시스템에 6. 
매핑할 RAID 볼륨을 시스템 백업 구성 RAID 볼륨의 왼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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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스템에는 2개의 RAID 볼륨 “RAID”와 “RAIDa”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RAID 
볼륨에 매핑할 RAID 볼륨을 백업 구성 볼륨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RAIDa”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제 매핑에 사용할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백업 구성에서 선택하는 “RAID01” 볼륨이 현재 장치의 볼륨 “RAIDa”
에 매핑됩니다. 또한 이것은 볼륨 “RAID01”에서 생성된 모든 공유가 현재 시스템의 볼륨 
“RAIDa”에 복원될 것임을 뜻합니다. 

데이터 가드(Data Guard)(로컬 백업)3.8.3 

Thecus 제품은 Thecus NAS 시스템 사이와 로컬 시스템의 폴더들 사이의 완전한 백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mote Data backup(원격 데이터 백업)
항목 설명

Add(추가) 새 작업을 추가합니다.
Edit(편집) 선택한 작업을 편집합니다. 
Remove(제거) 선택한 작업을 제거합니다.
Start(시작) 해당 작업이 스케줄에서 설정되어 있고 즉시Start(시작)되어야 할 

경우, 클릭하면 작업이 즉시 시작됩니다.
Stop(중지) 해당 실행 작업을 중지합니다. 또한 작업이 실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Stop(중지)”을 클릭하면 실행 과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조작을 재시작하려면 “Start(시작)”를 
클릭하면 됩니다. 

Restore(복원) 해당 작업을 복원합니다.
Log(로그) 진행 중인 해당 작업을 자세히 보려면 클릭합니다. 
Restore NAS 
Configuration(NAS 구성 
복원)

시스템 구성을 선택한 대상 위치부터 소스 장치로 복원하려면 
클릭합니다.

-Data Guard(데이터 가드) 기능 목록에서 Add(추가)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백업 설정 마
법사가 아래와 같이 표시되면 “Local Backup(로컬 백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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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백업에서는 6개의 선택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ocal Data backup(로컬 데이터 백업)
항목 설명

Import(가져오기) USB 디스크와 같이 시스템에 추가된 외부 장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부 장치에서 폴더를 선택하여 NAS에 공유 폴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Copy(복사) 폴더간 복사를 하거나 NAS 폴더를 외부 장치에 또는 외부 장치를 NAS 
폴더에 복사합니다. 이 백업은 폴더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Realtime 
Backup(실시간 백업)

백업 작업이 소스와 대상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실행됩니다. 즉 소스의 
모든 변경사항이 대상에 즉시 동기화됩니다. 

Schedule Backup(예약 
백업)

백업 작업이 소스와 대상 사이에서 예약된 시간에 실행됩니다. 

iSCSI Backup(iSCSI 
백업)

iSCSI 볼륨이 단일 파일로 대상에 백업됩니다. 

iSCSI Import(iSCSI 
가져오기)

iSCSI 파일을 iSCSI 백업에서 대상에 iSCSI 볼륨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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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가져오기):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1. 
다. 

USB 디스크와 같은 외부 장치가 시스템에 설치된 경우, Source(소스) 창에 표시됩니다. 

해당 외부 장치를 클릭하면 외부 장치에 들어 있는 폴더들이 표시됩니다. NAS로 가져오
려는 폴더를 선택한 후 Target(대상) 창에 표시된 이용 가능한 RAID 볼륨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Intel Graphi…”폴더와 “N10850” 폴더를 외부 장치에서 선택하여 RAID60 
볼륨이 있는 NAS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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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로그 저장 경로를 선택합니다. 또한 가져온 후 이들 선택한 
폴더의 접근 권한을 “공용”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내용을 읽고 “Accept(동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공유 이름이 이미 가져오기
용으로 있을 경우, 가져오기 이름이 자동으로 “기존 공유 이름 -1”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NAS RAID 볼륨 “RAID60”에 이미 “Intel_Graphics_V614105398_XP”라
는 이름의 폴더가 있을 경우 가져오기 폴더 이름이 다음 폴더로 변경됩니다: “Intel_
Graphics_V614105398_X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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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성한 작업이 데이터 가드 작업 목록에 표시됩니다. 

또한 시스템은 방금 생성한 작업에서 2개의 새 공유 폴더를 생성했음을 보여줍니다. 

Copy(복사): “Copy(복사)”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표시됩니다.2. 

3개 옵션, 즉 폴더간 복사, 폴더에서 외부 장치로 복사하기 또는 외부 장치에서 폴더로 복
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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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간 복사

폴더에서 외부 장치로 복사하기

외부 장치에서 폴더로 복사하기

“폴더에서 외부 장치로 복사하기”를 예로 사용하겠습니다. Source(소스) 창에서 원하는 
RAID 볼륨을 선택하면 해당 폴더 목록이 표시됩니다. 대상 창에서도 해당 외부 장치에 대
해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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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창에서 복사하려는 폴더를 선택한 후 대상 창에서 해당 폴더의 Target(대상) 위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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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유형을 “Incremental(증분)” 또는 “Sync(동기화)” 중에서 선택한 후 드롭다운 메
뉴 목록에서 로그 경로를 선택합니다. 

내용을 읽고 “Accept(동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생성한 작업이 데이터 가드 작업 목록에 표시됩니다. 

Realtime Backup(실시간 백업): “Realtime Backup(실시간 백업)”을 클릭하면 이 3. 
화면이 표시됩니다.  
2개의 옵션, 즉 폴더간 백업과 폴더에서 외부 장치로 백업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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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간” 백업을 예로 사용하겠습니다. Source(소스) 창에서 “NAS_Public” 폴더를 선택
한 후 대상 창에서 해당 Target(대상) 폴더 “R6andy”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름과 관련 설정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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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Backup(실시간 백업)
항목 설명

Task Name(작업 이름) 작업 이름을 입력합니다. 길이는 4~12자로 제한됩니다.  
Sync Type(동기화 유형) “Incremental(증분)” 또는 “Synchronize(동기화)”를 선택합니다. 
Backup Symbolic Link(기호 
링크 백업)

소스에 포함된 기호 링크의 백업을 선택합니다.

Filter(필터) 필터를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스에서 대상으로 전체를 실시간 백업합니다. 

File Size(파일 크기): xx ~ xxx
xx=1이고 xxx가 비어 있을 경우 파일 크기 > xx 만 실시간 백업을 

실행합니다. 
xx=1이고 xxx=2일 경우 xx와 xxx 사이의 파일 크기만 실시간 

백업을 실행합니다.
xx가 비어 있고 xxx=2일 경우 파일 크기 < xxx 만 실시간 백업을 

실행합니다. 

Include File Type(파일 형식 포함): 해당 파일 형식만 실시간으로 
백업합니다. 

Exclude File Type(파일 형식 제외): 제외된 파일 형식은 실시간 백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wav, wma, acc, dss, msv, dvf, m4p, 3gp, amr, awb

사용자 지정값을 다른 입력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Accept(동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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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성한 작업을 데이터 가드 작업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상태는 “Stop(중
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Processing(진행 중)”으로 표시됩니다. 

Schedule Backup(예약 백업): “Schedule Backup(예약 백업)”을 클릭하면 이 화4. 
면이 표시됩니다. 2개의 선택 항목, 즉 폴더간 백업과 폴더에서 외부 장치로 백업하
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서 외부 장치로 백업하기”를 예로 사용하겠습니다. Source(소스) 창의 NAS 볼륨 
RAID에서 “NAS_Public” 폴더를 선택한 후 Target(대상) 창에서 외부 USB 디스크 폴더 
“N10850”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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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작업 이름과 관련 설정을 입력합니다. 

Schedule Backup(예약 백업)
항목 설명

Task Name(작업 이름) 작업 이름을 입력합니다. 길이는 4~12자로 제한됩니다.  
Create Sub-folder(하위 
폴더 만들기)

하위 폴더 만들기를 선택할 경우 작업 이름을 폴더 이름으로 사용한 
후 해당 폴더의 소스를 복사합니다. 또는 소스를 대상과 같은 레벨로 
복사합니다. 

Sync Type(동기화 유형) “Incremental(증분)” 또는 “Synchronize(동기화)”를 선택합니다. 
Log Location(로그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작업 로그가 저장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Enable 
Schedule(스케줄 사용)

클릭하여 활성화하니다.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을 
선택하고 작업 목록 페이지에서 “Start(시작)”를 선택해야만 작업이 
시작됩니다.

Time(시간) 백업이 시작될 시간을 지정합니다. 
Schedule(스케줄) 일간, 주간 또는 월간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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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고 “Accept(동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생성한 작업이 데이터 가드 작업 목록에 표시됩니다. 

iSCSI Backup(iSCSI 백업): “iSCSI Backup(iSCSI 백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5. 
화면이 표시됩니다.

두 개의 스토리지 풀에 백업될 수 있으며 iSCSI에서 폴더로 백업하기와 iSCSI에서 외부 
장치로 백업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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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에서 폴더로 백업하기”를 예로 사용하여 기존 iSCSI 볼륨 “iSCSI_iscsiv502”에서 
볼륨 RAID 폴더 “andy_local”에 백업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iSCSI 볼륨이 있는 source(소스) 창에는 “iSCSI_iscsiv502”와 “iSCSI_
iscsiv50”이 표시되어 있고 대상 창에는 “iSCSI_+iscsi 대상 볼륨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작업 이름과 작업 로그 저장 위치를 입력합니다.

내용을 읽고 “Accept(동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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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데이터 가드 작업 목록에서 생성된 작업이 표시됩니다. iSCSI 볼륨 백업을 시작하려
면 작업을 선택한 후 작업 표시둘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Start(시작)”를 클릭하면 해당 iSCSI 볼륨은 백업 진행 중에 I/O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 상태는 “Processing(진행 중)”으로 변경됩니다. 

작업 완료 후 상태가 “Finish(마침)”로 변경됩니다. 

RAID 볼륨 폴더 ‘andy_local’로부터 백업 iSCSI 볼륨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 백업 iSCSI 
볼륨 파일은 필요하며 스토리지로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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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CSI Import(iSCSI 가져오기): “iSCSI Import(iSCSI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아래
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두 개의 스토리지 풀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며 폴더에서 iSCSI에서 가져오기와 외부 장치
에서 iSCSI로 가져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옵션은 iSCSI 볼륨이 백업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앞에서 볼륨 RAID로 가져오기보다 일찍 RAID 볼륨 폴더 andy_local로 백업한 iSCSI 볼
륨을 “RAID 폴더에서 iSCSI로 가져오기”를 예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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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작업 로그가 저장되는 위치를 입력합니다.

내용을 읽고 “Accept(동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데이터 가드 작업 목록에서 생성된 작업이 표시됩니다. 



113 3장: 시스템 관리

ACL Backup and Restore(ACL 백업 및 복원)3.8.4 

ACL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다른 위치에 
기반을 둔 RAID 볼륨에 백업했다가 필요할 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업 및 복원 방법의 예입니다. 

RAID 볼륨 “RAID”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Backup(백업)”을 선택해서 이 RAID 볼륨의 
ACL을 다른 위치에 백업합니다. 현재의 RAID 볼륨 “RAID”에는 오른쪽 스크린샷에 나열
된 공유 폴더가 있습니다. 

ACL을 복원하려면, 동일한 시스템에서 복구해도 되고 다른 장치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
를 들어 ACL 백업 파일을 다른 장치로 복원합니다. 이 장치에는 오른쪽 스크린샷에 나열
된 공유 폴더가 있는 RAID 볼륨 “RAIDpm”이 있습니다. 

ACL 백업 파일을 입력한 다음 “Next(다음)”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 백업 파일과 이 
RAID 볼륨 사이에 있는 해당 폴더가 나열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ACL을 복원하려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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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백업은 공유 폴더 레벨에만 적용되며, 하위 계층에는 • 
적용되지 않습니다.  

ACL 복원 중에 순환이 확인된 경우, 모든 하위 폴더에 사용 • 
권한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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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urn(데이터 굽기)3.8.5 

데이터 굽기 기능은 이미지 파일에서/파일로, 물리 광학 디스크에서/디스크로 파일/폴더
의 데이터를 굽는 3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3가지 모드는 “Write Files/folders to disc(디스크에 파일/폴더 쓰기)”, “Write image to 
disk(디스크에 이미지 쓰기)”, “Write files/folders to image(이미지에 파일/폴더 쓰기)”
입니다. 

Write Files/folders to disc(디스크에 파일/폴더 쓰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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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추가) 버튼을 누르면 NAS 공유 목록이 표시됩니다.a. 

구우려는 파일/폴더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든 파일/폴더는 디스크 레이블 b. 
이름 “New Disc(새 디스크)” 밑에 있습니다. 디스크 레이블 이름을 변경하려
면 이름을 클릭한 다음 메뉴 표시줄에서 “Edit(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선택
한 파일/폴더를 제거하려면 해당 파일/폴더를 클릭한 다음 “remove(제거)” 
또는 “remove all(모두 제거)”를 누르면 됩니다. 

설치된 USB 또는굽기 장치 중에서 선택합니다. “detect disc(디스크 감지)”c. 
를 클릭해서 디스크가 삽입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굽는 속도를 선택합니다.d. 

디스크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 

“Burn(굽기)”를 선택하여 디스크 굽기를 시작합니다. f. 

Write image file to disc(디스크에 이미지 파일 쓰기)2. 

“Browser(브라우저)”를 클릭하면 NAS 공유 목록이 구우려는 이미지 파일의 a. 
위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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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b. 

설치된 USB  굽기 장치 중에서 선택합니다. “detect disc(디스크 감지)”를 클c. 
릭해서 디스크가 삽입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굽는 속도를 선택합니다.d. 

디스크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e. 

“Burn(굽기)”를 선택하여 디스크 굽기를 시작합니다.f. 

파일/폴더에서 이미지 파일을 만듭니다.3. 

Add(추가) 버튼을 누르면 NAS 공유 목록이 표시됩니다.a. 

구우려는 파일/폴더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든 파일/폴더는 디스크 레이블 b. 
이름 “New Disc(새 디스크)” 밑에 있습니다. 디스크 레이블 이름을 변경하려
면 이름을 클릭한 다음 메뉴 표시줄에서 “Edit(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선택
한 파일/폴더를 제거하려면 해당 파일/폴더를 클릭한 다음 “remove(제거)” 
또는 “remove all(모두 제거)”를 누르면 됩니다. 

ISO 파일을 저장하려는 경로를 입력하고 “Browse(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c. 
공유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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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워진 이미지 파일을 위한 ISO 파일을 입력합니다. d. 

“Burn(굽기)”를 클릭하여 ISO 파일 굽기를 시작합니다.e. 

외장 장치3.9 

Thecus IP 스토리지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린터 서보와 UPS를 지원합니다. 통합 
프린트 서버가 탑재되어 있어서 단일한 USB 프린터를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UPS의 경우 Thecus IP 스토리지는 USB, 직렬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원합니다. 다음 단원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정보3.9.1 

External Device (외장 장치) 메뉴에서 Printer (프린터) 항목을 선택하면 Printer 
Information (프린터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USB 포트에 연결된 USB 
프린터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린터 정보
항목 설명

Manufacturer (제조업체) USB 프린터 제조업체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Model (모델) USB 프린터의 모델을 표시합니다.
Status (상태) USB 프린터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Remove document from 
Queue (대기열에서 
문서를 제거)

클릭하면 프린터 대기열에서 모든 문서가 제거됩니다.

Restart Printer service 
(프린터 서비스 재시작)

클릭하면 프린터 서비스가 재시작됩니다.

손상된 인쇄 작업이 프린터로 전송된 경우 갑자기 인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새 
작업이 잠금 상태인 것으로 보일 경우 Remove All Documents (모든 문서 제거) 버튼을 
눌러 인쇄 대기열을 비우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Thecus IP storage을 프린터 서버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가 똑같은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9 3장: 시스템 관리

Windows XP SP2• 
다음 절차를 따라 Windows XP SP2에서 프린터 서버를 설정합니다.

USB 프린터를 USB 포트 가운데 하나에 연결합니다 (주로 후면의 USB 포트; 전면 1. 
USB 포트는 외장 HDD 함체에 사용될 수 있음).

Start (시작) > Printers and Faxes (프린터 및 팩스)로 이동합니다.2. 

File (파일) > Add Printer (프린터 추가)를 클릭합니다.3. 

화면에 Add Printer Wizard (프린터 추가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Next (다음)을 4. 
클릭합니다.

“A network printer, or a printer attached to another computer” (네트워크 프5. 
린터 또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옵션을 선택합니다.

“Connect to a printer on the Internet or on a home or office network” (인터6. 
넷이나 홈 또는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프린터에 연결)을 선택한 다음 URL 필드에 
“http://Thecus IP 스토리지 IP_주소:631/프린터/USB-프린터”를 입력합니다.

Windows 시스템이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프린터에 알맞은 7.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Windows 시스템이 이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고 싶은지 질문합니다. 8. 
Yes (예)를 선택하면 모든 인쇄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 프린터에 제출됩니다. Next 
(다음)을 클릭합니다.

Finish (마침)을 클릭합니다.9. 

Windows Vista• 
다음 절차를 따라 Windows Vista에서 프린터 서버를 설정합니다.

Control Panel (제어판)에서 Printer Folder (프린터 폴더)를 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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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rs (프린터) 폴더의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Add 2. 
Printer (프린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Add a network, wireless or Bluetooth printer (네트워크, 무선 또는 Bluetooth 3. 
프린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The printer that I want isn’t listed (원하는 프린터가 목록에 없습니다)를 선택합4.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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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ter that I want isn’t listed (원하는 프린터가 목록에 없습니다)를 누르면 
Searching for available printers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찾는 중)이라는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elect a shared printer by name (이름으로 공유 프린터 선택)을 클릭합니다.5. 

상자에 http://<Thecus_NAS>:631/printers/usb-printer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Thecus_NAS_IP>는 Thecus IP storage의 IP 주소입니다. Next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린터를 선택하거나 설치한 다음 OK (확인)을 누릅니다.6. 

사용자의 프린터 모델이 목록에 없을 경우 프린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십
시오.

Windows는 언제나 프린터에 연결하려고 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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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s the default printer (기본 프린터로 설정)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프린터를 8.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xt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프린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 (마침)을 클릭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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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 전원 장치3.9.2 

External Devices(외장 장치) 메뉴에서 Uninterrupted Power Source(무정전 전원 장
치) 항목을 선택하면 UPS Setting(UPS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변경을 하고 
Apply(적용)을 눌러 변경내용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UPS 설정
항목 설명

UPS Monitoring(UPS 모니터링) UPS 모니터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mote UPS Monitoring(원격 UPS 
모니터링)

원격 UPS 모니터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mote UPS IP(원격 UPS IP) UPS 장치가 USB 또는 RS232를 통해 연결되는 NAS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의 네트워크 UPS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Manufacturer(제조업체) 드롭다운에서 UPS 제조업체를 선택합니다.
Model(모델) 드롭다운에서 UPS 모델 번호를 선택합니다.
Battery Status(배터리 상태) UPS 배터리의 현재 상태
Power(전원) UPS에 공급 중인 전원의 현재 상태
Seconds between power failure and first 
notification(정전과 최초 알림 사이의 

시간(초))

정전과 최초 알림 사이의 지연 시간(초)

Seconds between subsequent power 
failure notifications(후속 정전 알림 간의 

시간 간격(초))

후속 알림 간의 지연 시간(초)

Shutdown the system when the battery 
charge is less than(시스템을 종료하는 

배터리 하한 레벨)

시스템이 자동 종료될 때의 UPS 배터리 잔량

Apply(적용) Apply(적용)을 눌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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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고객 지원 �
여전히 Thecus IP storage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 반송 서비스 요청(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RMA)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기술 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기술 
지원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www.thecus.com/sp_tech.php

미국의 고객은 모든 기술 지원 문의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미국 문의 창구로 보내야 합니
다:

http://www.thecus.com/sp_tech.php

판매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로 전자 메일을 보내 문의하십시오.

sales@thecus.com

Thecus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thecus.com/sp_tech.php
http://www.thecus.com/sp_tech.php
mailto:sales@thecus.com?subject=N1200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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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 RAID기초 �
개요• 

RAID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는 데이터 보안과 고성능을 제공하는 여
러 하드 디스크들의 어레이입니다. RAID 시스템은 여러 하드 디스크에 동시에 액세스하
며, 이를 통해 단일 하드 디스크에서 I/O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RAID는 데이터 보안을 향
상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RAID 하드 디스크로부터 여분의 데이터를 재생하여 하드 디
스크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장점• 
RAID는 I/O 성능을 향상시키고 무고장성과 여분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통해 데이터 보안
을 향상시킵니다.

성능 향상

RAID는 여러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I/O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데이터 보안• 
불행하게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고장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RAID는 하드 
디스크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AID는 하드 디스크 고
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특
정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나면 RAID 볼륨이 그 다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들에 저장된 데
이터와 패러티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RAID 레벨• 
Thecus IP storage은 표준 RAID 레벨 0, 1, 5, 6, 10과 JBOD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볼륨
을 만들 때 RAID 레벨을 선택합니다. RAID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
다.

• 성능 요구사항

• 데이터 보안의 필요

•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수,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용량

다음은 각 RAID 레벨에 대한 설명입니다.

RAID 0• 
RAID 0은 고대역폭이 필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요구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
램에 가장 적합합니다. RAID 0 레벨은 모든 RAID 레벨의 최고 성능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리던던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RAID 0은 디스크 스트라이핑과 데이터를 블록으로 분할하기를 사용하여 볼륨에서 모든 
하드 드라이브를 씁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은 좀 더 빠른 읽기와 쓰기를 위해 복수의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ID가 작성되었을 때 설정된 스트라이프 크기 프라미
터는 각 블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패러티 계산도 쓰기 동작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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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1

RAID 1은 하나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다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모든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완전한 데이터 리던던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의 비용
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완전한 데이터 보안에 매우 적합합니다.

RAID 5

RAID 5는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며 많은 소규모 I/O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네트워
크에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사무 자동화 및 온라인 고객 서비스와 같이 데이터 보안이 
요구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읽기 요청이 많지만 쓰기 요청은 적은 
응용 프로그램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RAID 5는 바이트 수준의 디스크 스트라이핑을 포함하고 있으며, 패러티 정보를 여러 하
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씁니다. 하드 디스크가 고장나면 시스템은 각각의 다른 하드 디스
크에 저장된 패러티를 사용하여 없는 정보를 모두 재작성합니다.

RAID 6

RAID 6은 기본적으로 RAID 레벨 5의 확장이며 두번째의 독립적 분산 패러티 방식(이중 
패러티)을 사용하여 추가적 무고장성을 허용합니다.

데이터는 RAID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의 드라이브들에 걸쳐 블록 레벨에서 스트라
이핑 되며, 두번째 세트의 패러티가 모든 드라이브에 걸쳐서 계산되고 써집니다. RAID 6
은 극히 높은 데이터 무고장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드라이브 오류를 극
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무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RAID 10

RAID 10은 RAID 1 어레이를 세그먼트로 갖는 스트라이핑된 어레이로서 구현됩니다. 
RAID 10은 RAID 레벨 1과 똑같은 무고장성을 갖습니다.

RAID 10은 미러링하고만 동일한 무고장성용 오버헤드를 갖습니다. RAID 1 세그먼트를 
스트라이핑하여 높은 I/O 속도를 제공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RAID 10 어레이는 동시에 발생하는 최고 2개의 드라이브 오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RAID 1과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필요한 애플리케이
션을 위한 우수한 솔루션입니다.

JBOD

연결된 일단의 디스크(JBOD 즉 "Just a Bunch of Disks" (한 무리의 디스크)라고 하는)는 
숫자가 지정된 RAID 레벨 가운데 하나가 아니지만, 여러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를 단일
한 가상 디스크 드라이브로 결합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디스크는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대형 디스크처럼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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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D에 있는 데이터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드라이브가 고장나면 전체 데이터
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크기

여러 하드 디스크에 써지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길이. 데이터는 RAID의 여러 하드 디스크
들에 스트라이프 단위로 써집니다. 여러 디스크가 동시에 액세스 되기 때문에 디스크 스
트라이핑은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라이프는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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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사용률

7개의 디스크가 모두 크기가 같고 RAID에서 사용될 때 Thecus IP storage 디스크 사용
률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RAID 레벨 사용률
RAID 0 100%
RAID 1 1/n x 100%
RAID 5 (n-1)/n x 100%
RAID 6 (n-2)/n x 100%
RAID 10 50%
RAID 50 (n-1)/n x 100%
RAID 60 (n-2)/n x 100%

JBOD 100%

n：HDD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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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C: Active Directory기초 �
개요• 

Windows 2000을 통해서 Microsoft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정보 스토어인 Active 
Directory(ADS)를 도입했습니다. Active Directory가 등장하기 전에는 Windows OS는 
추가 정보를 그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Active Directory는 
리소스를 찾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은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했으며 속도
가 느렸습니다. 사용자와 그룹 관리도 Active Directory 해결한 다른 문제들 가운데 하나
였습니다.

Active Directory란?• 
Active Directory는 확장 가능한 디렉터리 서비스로서 구축되었으며 기업의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사용자 정보, 계정, 암호, 프린터,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와 기
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역할을 하는 Active Directory를 가리켜 Microsoft는 
이름이 해석될 수 있는 "네임 스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ADS의 장점• 
ADS로 인해 Thecus IP storage은 사무 환경에서 기존 ADS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즉 
Thecus IP storage은 ADS 서버에 저장된 사무실 내의 사용자와 그 암호를 인식할 수 있
습니다. ADS 지원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주요 장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Thecus IP storage을 기존의 사무실 IT 기반 구조에 간편하게 통합10. 

Thecus IP storage은 ADS의 한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은 시스템 관리자의 
간접비를 크게 절감시킵니다. 예를 들어 ADS에 저장된 기업 보안 정책과 사용자 권한은 
Thecus IP storage에서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적 사용자/암호 데이터베이스11. 

Thecus IP storage은 사용자/암호 데이터베이스의 자체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
로 인해 Thecus IP storage과 다른 서버 사이의 데이터 불일치가 방지됩니다. 예를 들어 
ADS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Thecus IP storage과 개별 서버에서 특정 사
용자 권한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ADS 지원으로 인해 ADS 서버의 변경 사항
이 모든 ADS 구성 요소에 전달됩니다.



130 부록D: 사용권 허가 정보

부록D: 사용권 허가 정보 �
개요• 

이 제품에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에 따라 
사용권이 제공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제3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허가서의 추가 조건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조합니다.

원시 코드의 이용 가능성• 
Thecus Technology Corp.는 GPL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원시 코드 전체를 공
개했습니다. 당사의 원시 코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의 웹사이트 http://
www.thecus.com을 방문하십시오.

저작권 • 

• 이 제품에는 에릭 영 (Eric Young) (eay@cryptsoft.com)이 만든 암호화 소프트웨
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마크 머레이 (Mark Murray)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에릭 영 (Eric Young) (eay@cryptsoft.com)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OpenSSL Toolkit에서 사용하기 위해 OpenSSL 프로젝트 (OpenSSL 
Project) (http://www.openssl.org/)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http://www.php.net/)에서 무상으로 구할 수 있는 PHP가 탑재되었습
니다.

• 이 제품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그 
기여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Winning Strategies, Inc.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Apache HTTP 서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파치 그룹 
(Apache Group) (http://www.apache.org/)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Softweyr LLC,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그 기여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보도 묄러 (Bodo Moeller)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그렉 뢸로프스 (Greg Roelofs)와, O'Reilly and Associates에 의해 출
판된 "PNG: The Definitive Guide" (PNG: 최상의 안내서)의 기고자들이 개발한 소프트
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NetBSD Foundation, Inc.와 그 기여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
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림옌옌과 노스 다코타 주립 대학교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Lawrence Berkeley Laboratory)의 컴퓨터 시
스템 엔지니어링 그룹 (Computer Systems Engineer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
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제품에는 Kungliga Tekniska Högskolan과 그 기여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http://www.thecus.com
http://www.thecus.com
mailto:eay@cryptsoft.com
mailto:eay@cryptsoft.com
http://www.openssl.org/
http://www.php.net/
http://www.apa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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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에는 닉 시미치흐 (Nick Simicich)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팀 허드슨 (Tim Hudson) (tjh@cryptsoft.com)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가 탑재되었습니다.

• 이 제품에는 크리스토퍼 데메트리우 (Christopher G. Demetriou)가 NetBSD 프로
젝트를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습니다.

mailto:tjh@crypt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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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C 사용권 조항

기본 사용권

CGIC, copyright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by Thomas 
Boutell and Boutell.Com, Inc.

상업용이건 비상업용건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CGIC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무상으
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저작권 문단은 프로그램의 공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크레딧" 페이지에 수록되어야 합니다. CGIC 라이브러리의 변경 버전은 
변경 버전의 저작자를 명확히 언급하는 문구를 첨부하지 않으면 배포될 수 없으며, 이러
한 고지 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제거되면 안 됩니다. 또한 변경 사항을 저작자에게 제출하
여 기본 CGIC 배포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2, 1991년 6월

Copyright ©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누구나 이 사용권 허가 문서의 요약본을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

대다수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변경할 자유를 제한합니
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공유할 자유를 보
장하여 모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본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대다수와 저작자들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일부 다른 소프트웨어에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
가서가 대신 적용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에도 이 허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GPL은 
귀하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배포할 자유(원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비
용을 청구할 자유)를 제공하고, 원할 경우 원시 코드를 받거나 얻을 수 있게 하고, 소프트
웨어 또는 그 일부를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에서 수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귀하의 권리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귀하에
게 권리 양도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
정은 귀하가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배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조하는 경우 귀하의 특정
한 책임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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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귀하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무료로 또는 유로로 배포할 경우 귀하는 
수취인에게 귀하의 권리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수취인이 원시 코드를 받게 하거
나 또는 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수취인들에게 본 사용 허가서 조건들을 보여줘
서 수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 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 두 단계를 이용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즉 (1) 소프
트웨어 저작권을 설정하고 (2) 소프트웨어를 복사, 배포 또는 개조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제공하는 본 사용 허가서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 자유 소프트웨어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음을 모두에게 이
해시켜 개별 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보호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타인에 의해 
개조되고 배포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취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원
본이 아님을 알아야 하며, 따라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도 원본 저작자
의 평판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유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 특허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자
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 프로그램의 재배포자가 개별적으로 특허 사용권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 위험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어떤 특허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사용이 허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복사, 배포, 개조에 대한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사, 배포, 변경을 위한 조건

0. 본 허가서는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조건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저작권자의 고
지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프로그램"
은 일체의 상기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을 말하며, "프로그램에 기초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이 적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일체의 파생 저작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상태로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
을 말합니다. (이하 번역은 "개조"라는 용어에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개별 사용권 사용
자는 "귀하"라고 칭합니다.

복사, 배포, 개조 이외의 활동은 이 사용 허가서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용 
허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프로그
램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기초한 저작물을 구성할 경우에만(프로그램 실행에 의해 작성되
는 것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산출물을 다룹니다.

그것의 진위 여부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작업에 따라 좌우됩니다.

1. 개별 복사본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보증 부인을 똑똑히 보이게 명시하는 경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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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 허가서를 언급하고 어떤 보증도 제공되지 않음을 언급하는 모든 고
지사항을 그대로 두고 다른 프로그램 수취인에게 이 사용 허가서의 사본 1부와 프로그램
을 함께 양도합니다.

귀하는 복사본을 양도하는 물리적 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보증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자신의 프로그램 복사본 또는 그 
일부를 개조하여 프로그램에 기초한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고, 그러한 개조물 또는 저작
물을 위 1항의 조건에 따라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a) 파일 변경 사실과 변경일을 개조된 파일에 눈에 잘 띄게 명시해야 합니다.

b) 귀하가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저작물,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
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에서 파생된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본 사용 허가서의 조건에 따라 모든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c) 개조된 프로그램이 실행 시 일반적으로 양방향식으로 명령을 읽을 경우, 귀하는 개
조된 프로그램을 그러한 양방향식으로 실행할 때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는 고지사
항, 보증이 제공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고지사항(또는 사용자가 보증을 제공한다는 고지사
항), 사용자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고지사항, 
사용자에게 본 사용 허가서의 사본을 보는 방법을 알려 주는 고지사항이 인쇄되거나 화면
에 표시되게 해야 합니다. (예외: 프로그램 자체는 양방향식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고
지사항을 인쇄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에 기초한 귀하의 저작물은 고지사항을 인쇄할 필
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개조된 저작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개조된 저작물의 일부가 프로그램
에서 파생되지 않고 독립적인 별도의 저작물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사용 허가서와 그 조건들은 귀하가 별도의 저작물로 배포하는 해당 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당 개조물을 프로그램에 기초한 저작물 전체로서 
배포하는 경우, 이 사용 허가서의 조건에 따라 해당 개조물 전체를 배포해야 하며, 다른 
사용권 사용자가 해당 개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 범위도 전체 저작물로 확장되며 
따라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와 무관하게 해당 저작물의 각 부분 및 모든 부분으로 확장
됩니다.

따라서 이 항의 목적은 전적으로 귀하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기초
한 파생 저작물 또는 집단 저작물의 배포를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기초하지 않은 다른 저작물을 프로그램과 함께(또는 프로그램에 기초한 
저작물과 함께) 다량의 저장 매체 또는 배포 매체에 단순히 통합한다고 해서 그 다른 저작
물에 이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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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아래의 경우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프로그램(또는 2항에 따라 프로그
램에 기초한 저작물)을 상기 1항과 2항의 조건에 의거하여 객체 코드 또는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에 상응하며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전체 원시 코드를 함
께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원시 코드는 소프트웨어 교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1항과 2항의 조건에 따라 배포되어야 합니다.

b) 소프트웨어 교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1항과 2항의 조건에 
따라 배포되고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에 상응하며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원시 코드
의 전체 사본을 어떤 제3자에게든 귀하의 물리적 소스 배포 비용만 청구하여 제공한다는 
제안서(최소 3년 동안 유효한)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c)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대안은 비상업적 배포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귀
하가 상기 b항에 의거하여 상기 제안과 함께 프로그램을 객체 코드 또는 실행 가능한 형
태로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저작물의 원시 코드는 저작물을 개조하기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 형태를 뜻합니다.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전체 원시 코드는 해당 저작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 관련된 일체의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실행 파일의 컴파일링과 설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스크립트의 
모든 원시 코드를 뜻합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저작물이 실행되는 운영 체제의 주요 컴
포넌트 (컴파일러, 커널 등)와 함께 정상적으로 배포되는(원시 코드 형태로 또는 이진 코
드 형태로) 어떤 것도 배포되는 원시 코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
외적 상황이며 해당 컴포넌트 자체가 실행 가능한 저작물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성립
됩니다.

지정된 위치에서 복사하기 위해 액세스를 제공하여 실행 가능한 코드 또는 객체 코드가 
배포될 경우, 제3자가 원시 코드를 객체 코드와 함께 복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서 원시 코드를 복사하기 위해 동일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시 코드 배포로 
간주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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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이 사용 허가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을 복사, 개
조, 하위 사용권 양도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프로그램을 복사, 개조, 하위 
사용권 양도 또는 배포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효이며 이 사용 허가서에 따른 귀하의 권리
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 사용 허가서에 따라 귀하로부터 복사본 또는 권리를 
받은 당사자는 이 사용 허가서를 계속 모두 준수하는 경우 사용 허가가 종료되지 않습니
다.

6. 귀하는 이 사용 허가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용 허가서를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귀하가 프로그램 또는 그 파생 저작물을 개조 또는 배포하
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귀하가 이 사용 허가서를 수락하지 않을 경
우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에 기초한 일체의 저작물)을 개
조 또는 배포함으로써 귀하는 개조 또는 배포를 위해 이 사용 허가서를 수락하고 프로그
램 또는 프로그램에 기초한 저작물을 복사, 배포 또는 개조하기 위한 그 모든 조건을 수락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 귀하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에 기초한 일체의 저작물)을 재배포할 때마다 수취
인은 이 사용 허가서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복사, 배포 또는 개조할 사용 허가서를 원
래의 사용권자로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귀하는 이 사용 허가서에서 부여된 권리를 수취
인 행사하는 것을 추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제3자의 이 사용 허가서 준수를 
강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8. 법원 판결 또는 특허 침해 주장 또는 모종의 다른 사유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때문에 이 사용 허가서의 조건과 모순되는 조건이 귀하에게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
은 귀하를 이 사용 허가서의 조건으로부터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용 허가서에 따른 
귀하의 의무와 일체의 다른 해당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수 없을 경우, 
귀하는 그로 인해 프로그램을 전혀 배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를 통해서 직접적
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복사본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하는 
것이 특허 사용권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경우, 특허 사용권과 이 사용 허가서 모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램 배포를 완전히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항의 일부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하더라도, 이 항의 나머
지는 계속 적용되며 이 항 전체도 다른 상황에서는 계속 적용됩니다.

이 항의 목적은 귀하를 설득하여 어떤 특허 또는 다른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권리
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의 유일한 목적은 공중 사용 허
가 활동에 의해 구현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배포 체계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많
은 사람들이 그러한 체계의 일관된 적용에 의존하여 그러한 체계를 통해 배포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른 체계를 통해 배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작자/공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사용권 사용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
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의 목적은 이 사용 허가서의 나머지의 결과로 간주되는 것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제
시하는 것입니다.

9. 특정 국가에서 특허 또는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 때문에 프로그램의 배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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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이 사용 허가서를 적용하는 원래의 저작권자는 그
러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명확한 지리적 배포 제한 지역을 추가하여 배포 지역에서 제외되
지 않은 국가들에서만 배포가 허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사용 허가서는 배
포 제한 조항을 이 사용 허가서 본문의 내용으로 간주하여 포함시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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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의 수정 버전 또는 새 버전을 언제든지 게시할 수 있습
니다. 새 버전은 현재의 GPL과 정신은 비슷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 또는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버전마다 고유 버전 번호가 부여됩니다. 프로그램이 현재 버전과 "후속 버전"에 적용되는 
이 사용 허가서의 버전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버전의 조건을 따르거나 자유 소프트
웨어 재단이 발표하는 후속 버전의 조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 사용 허가서
의 버전 번호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버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프로그램의 일부를 배포 조건이 차이가 있는 다른 자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저작권이 설
정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에 대해 가끔 예외를 둡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의 모든 파생물을 계속 자유 저작물 상태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유
와 재사용을 전체적으로 촉진한다는 두 가지 목표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무보증

13. 프로그램의 사용이 무상으로 허가되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
고, 저작권자 또는 기타 당사자는 프로그램을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위험은 모두 귀하가 감당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결함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복구, 보수 및 교정 비용은 모두 귀하가 부
담합니다.

14. 현행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또는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어떤 저작
권자도 또는 위에서 허가된 프로그램을 개조 또는 재배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당사자도 
프로그램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 사용 불가능 상태(데이터 상실 또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또는 귀하 또는 제3자에 의해 지속되는 데이터 손실 또는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
과도 함께 실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포함하여)로 인한 일반적이거나 특수하거나 우발적이
거나 결과적인 피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그러한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허가서의 조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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