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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정보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에서는 VMware vCenter Server®를 설치 및 구성하고 VMware 

vCenter®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vSphere 설치 및 설정" 은 vCenter Server를 설치 및 구성하고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및 구

성하려는 숙련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보는 가상 시스템 기술과 데이터 센터 작업에 익숙한 숙련된 Windows 또는 Linux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Image Builder 및 VMware vSphere®Auto Deploy™ 사용에 대한 정보는 

Microsoft PowerShell 및 VMware vSphere® PowerCLI™ 사용 경험이 있는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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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정보

이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은 제품의 각 릴리스에 따라 또는 필요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이 표에는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가이드의 업데이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 설명

2021년 4월 14

일

My VMware 포털의 브랜드가 VMware Customer Connect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설명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

일

n vSphere Client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의 vSphere Client에 대해 지원되는 브라우저 버전 목록이 업데이트되었

습니다.

n Internet Explorer가 vSphere Client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020년 9월 8

일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하는 경우, 환경의 ESXi 호스트에 대한 인증서를 새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제품이 vCenter Server에 연결하려고 할 때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로 컨버전스 및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8월 

10일

VMware는 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 파트너 및 내부 커뮤니티 내에서 이 원칙을 권장하기 위해 콘텐츠

에서 일부 용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포괄 언어 인스턴스를 제거하기 위해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msdb.dbo.syssessions 및 msdb.dbo.sysjobactivity가 추가되었습니

다. vCenter Server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6월 

05일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vCenter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환경의 이미지 기반 

복원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있는 vCenter Server 환경 복원 및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환경 복원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4월 

23일

고급 연결 모드 배포의 일부로 새 vCenter Server를 배포하는 경우 환경에서 기존 vCenter Server 노드의 이미지 

기반 백업을 생성해야 한다는 사전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배포 프로세스 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조

치로 백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3월 

10일

부분적 변경.

2020년 1월 22

일

S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의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 에 파일 기반 백업을 구성하는 데 대한 

참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02일

n 이 작업은 복제 없이 수행되어 사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을 새 도메인으로 변

경에서 사전 검사 단계가 제거되었습니다.

n 1단계 - 새 장치 배포에서 파일 기반 복원에 대해 vCenter Server Appliance가 지원하는 백업 프로토콜로 NFS 

및 SMB가 제거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5

일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GUI 배포 및 1단계 - 새 장치 배포에 "OVF 또

는 OVA 템플릿 배포"에 대한 참조가 추가되었습니다.

VMware, Inc. 7



개정 설명

2019년 10월 

29일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 변경은 vSphere 6.7 업데이트 1 이상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다른 도메인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다른 vCenter Server로 변경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7

일

n 장 4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에서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해 지원되는 프로토콜이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n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로 컨버전스에 비디오 링크가 추가되었

습니다.

2019년 7월 23

일

복제 파트너 없이 단일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에 그래픽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8

일

n 고급 연결 모드 도메인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다른 도메인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다른 vCenter Server로 변경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기 위해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및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도메인 가입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

니다.

n vCenter 고급 연결 모드에서 vCenter 고급 연결 모드에 가입할 수 있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

치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 및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의 구성 최대값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 단일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의 다른 노드로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기 위해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다른 도메인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다른 vCenter Server로 변경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0

일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을 새 도메인으로 변경에서 사전 확인 모드 명령 구문이 수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3

일

n 2단계 -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및 2단계 - 

새로 배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설정 항목에서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하

거나 기존 도메인에 가입하는 데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n 장 2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 및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시스템 요구 사항 항목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배포할 수 있는 ESXi 및 vCenter Server의 지원되는 버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n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로 컨버전스에서 [내장형으로 컨버전

스] 대화상자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 항목에서 사전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사전 확인 모드에서 컨버전스 명령을 실

행하는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 항목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HA 환경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컨버전스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헸습니다.

n 1단계 - 새 장치 배포 항목에서 제품 패치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 백업을 복원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추

가했습니다.

n 사용되지 않는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2019년 4월 11

일

최초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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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설치 및 설정 소개 1
vSphere 6.7는 설치 및 설정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vSphere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설치 

및 설정 옵션과 작업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vSphere의 핵심 구성 요소는 ESXi 및 vCenter Server입니다. ESXi는 가상 시스템 및 가상 장치를 생성하

고 실행할 수 있는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vCenter Server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ESXi 호스트의 중앙 관리

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vCenter Server를 사용하면 여러 호스트의 리소스를 풀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는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구성 요소를 실행

하도록 최적화된 미리 구성된 Linux 기반 가상 시스템입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는 ESXi 호스트 

6.0 이상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 6.0 이상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vSphere 6.0부터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실행을 위한 모든 필수 서비스가 

VMwar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함께 제공됩니다. 내장된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배포할 수 있지만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항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거나 배포해야 합니다.

ESXi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ESXi 설치 및 설정"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vSphere 설치 및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

n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서비스

n vCenter Server Appliance의 개요

n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배포 유형

n vSphere 도메인, 도메인 이름 및 사이트 이해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및 고가용성을 사용한 배포 토폴로지

n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vSphere 설치 및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
vSphere는 설치 및 설정해야 하는 구성 요소가 여러 개 포함된 정교한 제품입니다. vSphere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필요한 작업 순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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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설치 과정에는 다음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림 1-1. vSphere 설치 및 설정 워크플로

vSphere설치 및 
설정 시작

vSphere
설치 및 설정 종료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한 
개인 소규모 환경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여러 
개인 대규모 환경

하나 이상의 
호스트에 ESXi 설치

ESXi 설정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있는 vCenter Server

배포 또는 설치

vSphere Client에로그인하여 
vCenterServer 인벤토리 생성 

및 구성

vSphere Client에로그인하여 
vCenterServer 인벤토리 

생성 및 구성

vSphere설치 및 
설정 시작

vSphere
설치 및 설정 종료

하나 이상의 
호스트에 ESXi 설치

ESXi 설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순차적으로배포 또는 설치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배포또는 설치하고 외부 

PlatformServices Controller
에인스턴스와함께 등록

1 vSphere 릴리스 정보를 읽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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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Xi를 설치합니다.

참고   ESXi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ESXi 설치 및 설정"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

오.

3 ESXi 부팅 및 네트워크 설정, 직접 콘솔 및 기타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ESXi 설

치 및 설정"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4 원격 로깅을 위한 syslog 서버를 설정할 때는 로그 파일을 저장할 디스크 스토리지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원격 호스트에 대한 로깅 설정은 로컬 스토리지가 제한된 호스트에 특히 중요합니다. 

"VMware ESXi 설치 및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5 환경에 적합한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배포 모델을 결정합니다.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배포 유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6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배포하거나 설치합니다.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거나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통 또는 다른 가입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등록하여 고급 연결 모드 구성으로 

연결된 여러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배포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합니다.

1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시스템 요구 사항의 항목

을 검토하고 시스템이 장치 배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2 사용할 배포 방법을 결정합니다.

GUI 방법을 사용하여 대화형으로 장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CLI 방법을 사용하여 장치를 자

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

치의 GUI 배포 및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CLI 배

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에 필요한 정보의 항

목을 사용하여 GUI 배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워크시트를 생성하거나 CLI 배포에 필요한 

JSON 구성 파일 준비의 항목을 사용하여 CLI 배포용 JSON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4 장치를 배포합니다.

n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합니다.

1 시스템이 vCenter Server 설치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vCenter Server for Windows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 (선택 사항) 외부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합니다. 설치를 위해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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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개의 호스트와 200개의 가상 시스템으로 구성된 환경의 경우 번들 PostgreSQL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대규모 환경의 경우에는 내장된 PostgreSQL 데이터

베이스에서 외부 데이터베이스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사소한 수동 프로세스가 아니므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합니다.

3 설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워크시트를 생성합니다.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Windows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4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합니다.

7 vSphere Client에서 vCenter Server에 연결합니다. 장 6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 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8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구성" 및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서비스
vCenter Server는 가상 시스템 및 호스트의 관리, 운영, 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중앙 집중

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때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포함된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서비스가 동일한 시스템에 배포됩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때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가 하나의 시스템에 배포되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포함된 서비스가 다른 시스템에 배포됩니

다.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 VMwar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프라 서비스 그룹에는 vCenter Single Sign-On, 라이센스 

서비스, Lookup Service 및 VMware Certificate Authorit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 서비스의 vCenter Server 그룹에는 vCenter Server, vSphere Client, vSphere Web Client, 

vSphere Auto Deploy 및 vSphere ESXi Dump Collector가 포함됩니다. Windows용 vCenter 

Server에는 VMware vSphere Syslog Collector도 포함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는 또한 

VMware vSphere Update Manager 확장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참고   vSphere 6.5부터 모든 vCenter Server 서비스와 일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는 

VMware Service Lifecycle Manager 서비스의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됩니다.

VMwar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함께 설치된 서비스
vCenter Single Sign-On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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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ingle Sign-On 인증 서비스는 vSpher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보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각 구성 요소에서 Active Directory와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로 사용자를 별도로 인증하는 대신 

vSphere 구성 요소는 vCenter Single Sign-On을 사용하여 보안 토큰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통

신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은 vSphere 솔루션 및 구성 요소가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프로세

스 동안 등록되는 내부 보안 도메인(예: vsphere.local)을 구성하여 인프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은 고유한 내부 사용자 및 그룹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디렉토리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vSphere 환

경 내에서 등록된 솔루션 기반의 사용 권한 또는 역할이 인증된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에는 vCenter Single Sign-On이 필요합니다.

vSphere 라이센스 서비스

vSphere 라이센스 서비스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연결된 여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된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에 일반 라이센스 인벤토리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

다.

VMware Certificate Authority

VMCA(VMware Certificate Authority)는 기본적으로 각 ESXi 호스트에 루트 인증 기관이 VMCA인 

서명된 인증서를 프로비저닝합니다. 프로비저닝은 ESXi 호스트가 vCenter Server에 명시적으로 추가

되거나 ESXi 호스트 설치 프로세스의 일부로 추가될 때 발생합니다. 모든 ESXi 인증서는 호스트에 로

컬로 저장됩니다.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관리"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와 함께 설치된 서비스
이러한 추가 구성 요소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고유한 

설치 관리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PostgreSQL

vSphere 및 vCloud Hybrid Service를 위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의 번들 버전의 VMware 배포

입니다.

vSphere Web Client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어 

vSphere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vSphere Client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용어, 토폴로지 및 워크플로는 vSphere Web Client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동일한 측면 및 요

소와 비슷합니다.

vSphere ESXi Dump Collector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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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지원 도구입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때 VMkernel 메모리를 디스크가 

아닌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하도록 ESX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Sphere ESXi Dump Collector는 네

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메모리 덤프를 수집합니다.

VMware vSphere Syslog Collector

여러 호스트 로그의 네트워크 로깅 및 결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Windows 지원 도구의 vCenter 

Server입니다. vSphere Syslog Collector를 사용하여 ESXi 시스템 로그가 로컬 디스크가 아닌 네트워

크의 서버로 향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지원되는 최대 권장 호스트 수는 30

입니다. vSphere Syslog Collector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kb.vmware.com/kb/2021652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는 Linux OS의 기본 제공 Rsyslog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장치 관리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다른 시스템으로 리디렉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구성"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Sphere Auto Deploy

ESXi 소프트웨어로 수백 개의 물리적 호스트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vCenter Server 지원 도구입니

다. 배포할 이미지와 이 이미지로 프로비저닝할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호스트에 

적용할 호스트 프로파일과 각 호스트의 vCenter Server 위치(폴더 또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VMware vSphere Update Manager 확장

Update Manager를 사용하면 VMware vSphere에 대한 중앙 집중식 자동 패치 및 버전 관리를 수행

할 수 있고 VMware ESXi 호스트, 가상 시스템 및 가상 장치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VMware 

vSphere Update Manager 확장은 vCenter Server Appliance6.7만의 선택적 서비스입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의 개요
vCenter Server Appliance는 vCenter Server와 관련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최적화된, 미리 구성된 Linux 

기반 가상 시스템입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는 vCenter Server 및 관련 서비스의 배포 시간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Windows 기반 vCenter Server 설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 Project Photon OS® 1.0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프라 서비스 그룹

n vCenter Server 서비스 그룹

n PostgreSQL

n VMware vSphere Update Manager 확장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버전 6.7는 ESXi에서 가상 시스템당 64개의 가상 CPU를 지원하는 가상 하

드웨어 버전 10과 함께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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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Appliance는 최대 2,000개의 호스트와 35,000개의 가상 시스템 확장성을 갖는 내장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배포 중 vSphere 환경 크기에 맞는 vCenter Server Appliance 

크기와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에 맞는 스토리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는 VMware vSphere Update Manager 확장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Windows의 외부 VMware Update Manager 인스턴스는 vSphere 중앙 집중식 자동화된 패치 및 버전 관

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 Appliance는 고가용성을 지원합니다. vCenter High Availability 클러

스터에 vCenter Server Appliance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는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을 지원합니다. 백업 및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 4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최대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성 최대값"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배포 유형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거나 내장된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Windows용 vCenter Serv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장치로 배포하거나 

Windows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합 운영 체제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거나 Windows용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에 적합한 

배포 모델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배포 또는 설치에 대해 세 가지 배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표 1-1.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배포 유형

배포 유형 설명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vCenter Server 서비스와 함께 동일한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

적 서버에 배포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만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배포됩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필요함)

vCenter Server 서비스만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배

포됩니다.

이전에 배포 또는 설치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

스와 함께 그러한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등록해야 합니

다.

참고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 배포는 향후 vSphere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배포하거나 업그

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 http://kb.vmware.com/kb/60229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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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 사이트와 함께 고유한 vCenter Single Sign-

On 도메인을 가지는 독립형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vSphere 6.5 업데이트 2부터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다른 인스

턴스를 결합하여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vCenter 

고급 연결 모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2.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간의 연결은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으며 vCenter 

Server는 vCenter Server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간의 연결 및 이름 확인 문제에 따른 운영 

중단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n vCenter Server를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설치하는 경우 더 적은 수의 Windows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n 더 적은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를 관리합니다.

vCenter High Availability 구성에서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
는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배포 또는 설치할 때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하

거나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는 인증 및 라이센스 정보와 같은 해당 인프라 데이터를 복제하고 여러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도메인, 도메인 이름 및 사이트 이해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참고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 배포는 향후 vSphere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배포하거나 업그

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 http://kb.vmware.com/kb/60229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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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관리"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개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공통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하나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는 자신들이 등록되어 있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

턴스의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를 가정합니다. 공통 또는 다른 가입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등록된 모든 vCenter Server 인스턴스는 [고급 연결 모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vCenter Server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고급 

연결 모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3. 공통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두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설치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간 연결에 연결 및 이름 확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

다.

n vCenter Server를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설치하는 경우 더 많은 Microsoft 

Windows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n 더 많은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를 관리해야 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및 vCenter Server 최대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성 최대값"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배포 토폴로지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및 고가용성을 사용한 배포 토폴로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High Availability 구성에서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배포 또는 설치한 후에 배포 유형을 

재구성하고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

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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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운영 체제 환경
Windows에 설치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는 Windows에 설치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는 Windows에 설

치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Appliance는 모두 동일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림 1-4. Windows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의 혼합 운영 체제 환경의 예

Windows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Windows의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Appliance

가상 시스템 

그림 1-5.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와의 혼합 운영 체제 환경의 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가상 시스템 

Windows의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Appliance

가상 시스템 

참고   관리의 용이성과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높이려면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의 장치 전용 또는 Windows 전용 설치를 사용하십시오.

vSphere 도메인, 도메인 이름 및 사이트 이해
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는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과 연결됩니다. 도메인 이름의 기본값

은 vsphere.local이지만 이 이름은 첫 번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는 동안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도메인은 로컬 인증 공간을 결정합니다. 도메인을 여러 사이트로 분할하여 사이트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및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각각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논리적 구성체이

지만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위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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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도메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하거나 기존 도메인에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도메인 이름은 VMware Directory Service(vmdir)가 모든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내부 구조화에 사용합니다.

vSphere 6.0 이상에서는 vSphere 도메인에 고유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 충돌을 방지하려면 

OpenLDAP,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및 기타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속해 있는 도메인은 변경할 수 없습

니다.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 후에는 사용자와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ID 소스

를 추가하고 해당 ID 소스에 포함된 사용자와 그룹을 인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또는 vRealize Operations 같은 기타 VMware 제품

을 도메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사이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도메인을 논리적 사이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VMware Directory 

Service에서 사이트는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 내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그룹화하기 위한 논리적 컨테이너입니다.

vSphere 6.5부터는 사이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페일오버 중에 

vCenter Server 인스턴스는 같은 사이트 내의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선호됩니다. 멀리 떨

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선호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사이트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사이트 이름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및 고가용성을 사용
한 배포 토폴로지
외부 배포 환경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을 보장하려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

인에 2개 이상의 가입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설치하거나 배포해야 합니다. 타사 로

드 밸런서를 사용할 때 다운타임 없는 자동 페일오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 배포는 향후 vSphere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배포하거나 업그

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 자료 문서 KB 60229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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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밸런서가 있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그림 1-6.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로드 밸런싱된 쌍의 예제

로드 밸런서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사이트당 타사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이 사이트에 대해 자동 페일오버를 사용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 뒤의 최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

스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성 최대값"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로드 밸런서 뒤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을 구성하려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동일한 운영 체제 유형 중 하나여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 뒤의 혼합 운영 체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는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응답을 중지할 때 로드 밸런서는 다운타임 없이 다른 작동 가능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에 로드를 자동으로 분산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 간에 로드 밸런서가 있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그림 1-7. 두 사이트 간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2개의 로드 밸런싱된 쌍의 예제

로드 밸런서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사이트 1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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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은 여러 사이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전체에서 자동 페일오버를 

사용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을 보장하려면 각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드 밸런서를 구성해

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가 없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그림 1-8. 로드 밸런서가 없는 2개의 가입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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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밸런서가 없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2개 이상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가입시킬 때 

이 사이트에 대해 수동 페일오버를 사용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을 구성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응답을 중지하면 여기에 등록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수

동으로 페일오버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이트 내의 작동 가능한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

스로 연결 대상을 변경하여 인스턴스를 페일오버합니다. vCenter Server를 동일한 도메인의 다른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연결 대상 변경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3개 이상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링 토폴로지를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링 토폴로지는 인스턴스 중 하나가 실패할 때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링 토폴로지를 생성하려면 배포한 첫 번째와 마지막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대해 /usr/lib/vmware-vmdir/bin/vdcrepadmin -f 
createagreement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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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 간에 로드 밸런서가 없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그림 1-9. 두 사이트 간에 로드 밸런서가 없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2개의 가입된 쌍
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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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은 여러 사이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동일한 사이트 내에서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실패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작동 가

능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를 동일한 도메인의 

다른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연결 대상 변경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vCenter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하면 단일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

그인하고 그룹 내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의 인벤토리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Center 고급 연결 모드의 구성 최대값입니다.

n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배포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경우 vSphere 

Single Sign-On 도메인 하나에 최대 15개의 노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의 경우 vSphere Single Sign-

On 도메인 하나에 최대 10개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및 15개의 vCenter Server 시스템

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거나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동안 vCenter고급 연결 모드 그룹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배포 후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하나의 vSphere 도메인에서 

다른 기존 도메인으로 이동하거나 연결 대상을 변경하여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

다. 내장된 vCenter Server 노드로 연결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다른 도메인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다른 vCenter Server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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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에 대한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에 대해서는 고급 연결 모드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를 함께 연결하여 도메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 설치된 vCenter Server에 대해서는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에 대한 고급 연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에 대한 vCenter 고급 연결 모드는 

vSphere 6.5 업데이트 2부터 지원되며 대부분의 배포에 적합합니다.

기타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없어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한 외부 배포보다 더 간소화된 도메

인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n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 4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로드 밸런서가 필요 없어 HA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n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하여 최대 15개의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를 함께 연결하고 단일 인벤

토리 보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HA(vCenter 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의 경우 3개의 노드가 하나의 논리적 vCenter 

Server 노드로 간주됩니다. vCenter HA 아키텍처 개요는 "vSphere 가용성" 의 "vCenter 아키텍처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하나의 vCenter HA 클러스터에 대해 단일 vCenter Server 표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림 1-10.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에 대한 고급 연
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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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indows에 설치된 vCenter Server에 대해서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에 대한 고급 연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읽기 전용 복제가 포함된 고급 연결 모드
vCenter HA(vCenter High Availability) 인스턴스가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한 다른 vCenter Server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고, vCenter HA 페일오버가 수동 노드

에서 발생하여 다른 vCenter Server 노드의 복제 파트너와 통신할 수 없으면, vCenter HA 노드의 복제본

은 읽기 전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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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고급 연결 모드 도메인 가입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는 동안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또 다른 내장형 노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포 후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하나의 vSphere 도메인에

서 다른 기존 도메인으로 이동하거나 연결 대상을 변경하여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그룹에 가입할 수 있

습니다. 내장된 vCenter Server 노드로 연결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다른 도메인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다른 vCenter Server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시스템이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두 개를 배포

하는 경우 vCenter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하여 두 노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Windows에 설치된 vCenter Server에 대해서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에 대한 고급 연결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노드를 배포하는 경우:

1 장치 1의 경우 ESXi 호스트 1의 인스턴스로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합니다. ESXi 호스트 1과 

시간 설정을 동기화합니다.

2 장치 2의 경우 ESXi 호스트 1의 인스턴스로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고 장치 2가 ESXi 호

스트 1과 동기화되도록 시간 설정을 구성합니다. 2단계에서는 시스템 1에 있는 배포된 장치의 vCenter 

Single Sign-On Server를 가입하기로 선택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2단계 -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CLI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노드를 배포하는 경우:

1 장치 1에 대한 JSON 구성 템플릿 embedded_vCSA_on_VC.json(또는 

embedded_vCSA_on_ESXi.json)을 ESXi 호스트 1의 인스턴스로 구성합니다. JSON 구성 파일 준

비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CLI 배포에 필요한 JSON 구성 파일 준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2 vcsa-cli-installer 명령을 실행하여 장치 1을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I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장치 2에 대한 JSON 구성 템플릿 embedded_vCSA_replication_on_VC.json(또는 

embedded_vCSA_replication_on_ESXi.json)을 ESXi 호스트 1의 인스턴스로 구성합니다. 첫 번

째 내장된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sso 섹션의 replication_partner_hostname 필드에 입력합니다.

4 embedded_vCSA_replication_on_VC.json(또는 

embedded_vCSA_replication_on_ESXi.json) 파일을 사용하여 vcsa-cli-installer 명령

을 실행하여 장치 2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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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고급 연결 모드
고급 연결 모드는 하나 이상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여 여러 vCenter Server 시스템을 

함께 연결합니다.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하면 연결된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에서 보고 검색하고 역할, 사용 권한, 라이

센스, 정책 및 태그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거나 vCenter Server를 

설치하려는 경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할 때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하거나 기존 도메인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이미 설치하거나 배포했으며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

을 생성한 경우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할 경우 기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간 인프라 데이터가 복제됩니다.

고급 연결 모드를 사용하면 Windows에서 실행 중인 vCenter Server 시스템뿐 아니라 많은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vCenter Server 시스템과 vCenter Server Appliance가 

함께 연결된 환경도 있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경우 먼저 하나의 가상 시스템 또

는 물리적 서버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배포한 다음 다른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를 배포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동안 기존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장된 설치에 포함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선택할 수 없습니

다. 지원되는 토폴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배포 유형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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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 2
vSphere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내장형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고 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외부 배포 및 Windows 설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 6.0 이상의 인벤토리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ESXi 호스트 6.0 이상 또는 ESXi 호스트나 DRS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6.7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의 

개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시스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는 GUI 및 CLI 배포 시 사용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포함되어 있

으며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GUI 배포는 2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장치의 OVA 파일을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배포 마법사입니다. OVA 배포를 마치면 새로 배포된 장치의 서

비스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두 번째 프로세스 단계로 리디렉션됩니다.

n CLI 배포 방법에는 이전에 준비한 JSON 파일을 대상으로 CLI 명령을 실행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CLI 설치 관리자는 구성 매개 변수와 해당 값을 JSON 파일에서 구문 분석하고, 장치를 자동으로 배포

하고 설정하는 OVF Tool 명령을 생성합니다.

중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된 토폴로지에서는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순차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도메인 내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

턴스의 배포를 완료한 후에는 공통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여러 

vCenter Server 장치의 동시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용자 이름을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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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 설명

루트 이 사용자 이름은 장치 운영 체제 및 장치 관리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합니다.

암호는 가상 장치를 배포할 때 설정합니다.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이 사용자 이름은 vCenter Single Sign-On 로그인에 사용합니다.

암호는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할 때 설정합니다. vCenter Single Sign-

On 도메인은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는 동안, 또는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첫 번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동안 생성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한 후에는 vCenter Single Sign-On 및 vCenter 

Server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에게

만 있습니다.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ingle Sign-On에 대해 추가 사용자 및 그룹이 정의되는 ID 소스를 추가합니

다.

n 사용자 및 그룹에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ID 소스 추가 및 사용자 및 그룹에 사용 권한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고 패치를 적용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업그레이드"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IPv6 주소 버전을 사용하도록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설정하려면 장치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IPv4 주소를 설정하려면 DHCP에 의해 할당된 경우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장치의 FQDN 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시스템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배포 준비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GUI 배포

n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CLI 배포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
치의 시스템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ESXi 호스트 6.0 이상이나 

vCenter Server 인스턴스 6.0 이상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

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치를 배포할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장치를 배포하는 네트워

크에서 동일한 DNS 서버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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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배포하기 전에 대상 서버와 vSphere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클럭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클럭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인증 문제가 발생하고 설치

가 실패하거나 장치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vSphere 네트워크에서 클럭 동기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하드
웨어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때 vSphere 환경의 크기에 적합한 장치를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장치의 CPU 수와 메모리 양이 결정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크기는 모든 크기의 환경에서 동일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은 vSphere 인벤토리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표 2-1. 내장형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 

vCPU 수 메모리

매우 작은 환경(최대 10개의 호스트 또는 

100개의 가상 시스템)

2 10GB

작은 환경(최대 1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개의 가상 시스템)

4 16GB

보통 환경(최대 400개의 호스트 또는 

4,000개의 가상 시스템)

8 24GB

큰 환경(최대 1,0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0개의 가상 시스템)

16 32GB

매우 큰 환경(최대 2,000개의 호스트 또

는 35,000개의 가상 시스템)

24 48GB

참고   LUN이 512개보다 많고 경로가 2,048개보다 많은 ESXi 호스트를 vCenter Server Appliance 인벤

토리에 추가하려면 큰 환경 또는 매우 큰 환경을 위한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해야 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은 vCPU 2개와 4GB의 메모리입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대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할 때 장치를 배포할 ESXi 호

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가 최소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스토리지는 vSphere 환

경의 크기와 스토리지 크기뿐 아니라 디스크 프로비저닝 모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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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
스토리지 요구 사항은 각 vSphere 환경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데이터베이스 크기 요구 사항에도 종속됩

니다.

표 2-2. 내장형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스토
리지 요구 사항 

기본 스토리지 크기 대용량 스토리지 크기 초대형 스토리지 크기

매우 작은 환경(최대 10개의 

호스트 또는 100개의 가상 시

스템)

300GB 825 GB 1700GB

작은 환경(최대 100개의 호스

트 또는 1,000개의 가상 시스

템)

340 GB 870 GB 1750 GB

보통 환경(최대 400개의 호스

트 또는 4,000개의 가상 시스

템)

525 GB 1025 GB 1905 GB

큰 환경(최대 1,000개의 호스

트 또는 10,000개의 가상 시

스템)

740 GB 1090 GB 1970 GB

매우 큰 환경(최대 2,000개의 

호스트 또는 35,000개의 가

상 시스템)

1180 GB 1230 GB 2110 GB

참고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서비스로 실행되는 VMware Update 

Manager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대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은 60GB입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소프
트웨어 요구 사항
VMware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는 ESXi 6.0 이상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6.0 이상 인스턴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는 GUI 또는 CLI 설치 관리자를 사용

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설치 관리

자를 실행하여 서버에 장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배포할 대상 ESXi 6.x 호스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vCenter Server 6.x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있는 ESXi 호스트

나 DRS 클러스터에 장치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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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필수 포트
Windows와 장치의 vCenter Server 시스템은 모든 관리 호스트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vSphere Client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 호스트 간에 마이그레

이션 및 프로비저닝 작업이 가능하려면 소스 및 대상 호스트가 상호간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는 사전 결정된 TCP 및 UDP 포트를 통해 액세스됩니다. 방화벽 외부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경우 적절한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다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에서 지원되는 모든 포트 및 프로토콜 목록은 https://ports.vmware.com/에서 VMware 

Ports and Protocols Tool™을 참조하십시오.

설치 중 포트가 사용 중이거나 거부 목록을 사용하여 차단된 경우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가 오류 메

시지를 표시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려면 다른 포트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VMware는 지정된 포트를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또한 관리 호스트는 지정된 포트에서 vCenter Server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들 요소 사이에 기본 제공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관리자가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포트를 엽니다. 사용자 지정 방화벽의 경우 필요한 포트를 수동으로 열어야 합

니다. 두 관리 호스트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또는 복제 등의 소스 또는 타겟 작업을 수행

하려면 관리 호스트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른 포트를 사용하여 vSphere Client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vCenter Server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방화벽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보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DNS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할 때는 모든 네트워크 서버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DNS 서버가 확인할 수 있는 고정 IP 

주소와 FQDN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정적 IP 주소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때 장치의 IP 주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적 IP 주소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기 

전에 이 IP 주소가 내부 DSN(Domain Name System)에 등록된 유효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때 설치 관리자가 IP 주소에서 장치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vSphere Web Client를 지원하는 웹 서버 구성 요소의 설치가 실패합니다. 역방향 

조회는 PTR 기록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FQDN을 장치 시스템 이름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DNS 서버가 해당 FQDN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

해야 합니다.

nslookup 명령을 사용하면 IP 주소로 쿼리했을 때 DNS 역방향 조회 서비스가 FQDN을 반환하는지 검사

하여 FQDN이 확인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lookup -nosearch -nodefname FQDN_or_IP_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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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정적 IP 주소 대신 DHCP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장치 이름이 DNS(도메인 이름 서비스)에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이름을 ping할 

수 있다면 DNS에서 이름이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ESXi 호스트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vCenter Server와 모든 vSphere Web Client 인스턴스의 DNS 확인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vCenter Server에서 모든 ESXi 호스트와 모든 vSphere Web Client의 

DNS 확인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vSphere Client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vSphere Client를 사용하려면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VMware에서는 vSphere Client에서 다음 게스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버전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해

당 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게스트 운영 체제

n Windows 32비트 및 64비트

n Mac OS

지원되는 브라우저 버전

n Google Chrome 89 이상

n Mozilla Firefox 80 이상

n Microsoft Edge 90 이상

참고   이러한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해 테스트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
치의 배포 준비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려면 먼저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ISO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배포를 수행할 네트워크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에 마운트해야 합니다.

장치를 배포할 시스템은 운영 체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Windows, Linux 또는 Mac 운영 체제에서 실행

되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
지원되는 버전의 Windows, Linux 또는 Mac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GUI 또는 CLI 설치 관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GUI 및 CLI 설치 관리자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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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GUI 및 CLI 설치 관리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

운영 체제 지원되는 버전 최적의 성능을 위한 최소 하드웨어 구성

Windows n Windows 7, 8, 8.1, 
10

n Windows 2012 x64

비트

n Windows 2012 R2 

x64비트

n Windows 2016 x64

비트

4GB RAM, 2.3GHz 속도의 코어 4개가 있는 CPU 2개, 32GB 하드 디스크, 

NIC 1개

Linux n SUSE 12

n Ubuntu 14.04

4GB RAM, 2.3GHz 속도의 코어 2개가 있는 CPU 1개, 16GB 하드 디스크, 

NIC 1개

참고   CL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려면 64비트 OS가 필요합니다.

Mac n macOS v10.9, 10,10, 
10.11

n macOS Sierra

8GB RAM, 2.4GHz 속도의 코어 4개가 있는 CPU 1개, 150GB 하드 디스크, 

NIC 1개

참고   Mac 10.11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우 다중 장치의 동시 GUI 배포가 지원되지 않습니

다. 장치를 차례로 배포해야 합니다.

참고   Windows 10보다 오래된 버전의 Windows에서 CLI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려면 Visual C++ 재배포 

가능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의 Microsoft 설치 관리자는 vcsa-cli-
installer/win32/vcredist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참고   GUI로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는 경우 제대로 표시되려면 해상도가 1024x768 이상이

어야 합니다. 해상도가 이보다 낮으면 UI 요소가 잘릴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및 마운트
VMware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용 GUI 및 CLI 설치 관리자

가 포함되어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ISO 이미지를 릴리스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된 GUI 및 CLI 실행 파일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합니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업그레이드합니다.

n Windows에 설치되어 있는 vCenter Server, vCenter Single Sign-On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로 마이그레이션합니

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를 파일 기반 백업에서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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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n https://my.vmware.com/web/vmware/에서 Customer Connect 계정을 생성합니다.

n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VMware Customer Connect에 로그인합니다.

2 제품 및 계정 > 모든 제품으로 이동합니다.

3 VMware vSphere를 찾고 다운로드 구성 요소 보기를 클릭합니다.

4 버전 선택 드롭다운에서 VMware vSphere 버전을 선택합니다.

5 VMware vCenter Server 버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6 vCenter Server 장치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7 MD5 체크섬 도구를 사용하여 md5sum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8 장치를 배포,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또는 복원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ISO 이미지를 마운트하거

나 추출합니다.

참고   디렉토리 수준을 8개까지만 지원하는 ISO 마운트 또는 추출 소프트웨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agicISO Maker는 Windows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Linux OS 및 Mac OS에서는 

Archive Manager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Mac OS에서는 DiskImageMoun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untu 14.04에서는 Disk Image Moun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SE 12 OS에서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udo mkdir mount_dir
$ sudo mount -o loop VMware-vCSA-all-version_number-build_number.iso mount_dir

다음에 수행할 작업

readme.txt 파일을 열고 vCenter Server Appliance ISO 이미지에 포함된 기타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

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vSphere 네트워크에서 클럭 동기화
vSphere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의 클럭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phere 네트워크에 있

는 물리적 시스템의 클럭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시간에 민감한 SSL 인증서 및 SAML 토큰이 네트워크 시스

템 간 통신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클럭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인증 문제가 발생하여 설치가 실패하거나 vCenter Server Appliancevmware-
vpxd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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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에서 시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환경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와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여러 서비스에서 첫 번째 부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대상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완전 자동화된 

DRS로 인해 다른 시간으로 설정된 ESXi 호스트로 대상 vCenter Server Appliance가 마이그레이션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동기화 문제를 방지하려면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설치, 마이그레이션 또는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n 대상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대상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었습니다.

n 소스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실행하는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었습니다.

n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 시 vCenter Server Appliance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에 연결되었다면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실행하는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n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 중인 경우 소스 vCenter Server 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가 실행되는 모든 Windows 호스트 시스템이 NTP(Network Time Server) 서버와 동기화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술 자료 문서 KB 1318을 참조하십시오.

ESXi 클럭을 NTP 서버와 동기화하려면 VMware Host Cli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Xi 호스트의 시간 

구성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단일 호스트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시간 동기화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구성" 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시간 동기화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에 대한 시간 구성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에서 

“호스트에 대한 시간 구성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시스템 클럭 동기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vCenter Server(서버)에 대한 보안 TLS 연결을 설정하려면, CLI 설치 

관리자가 실행되는 시스템(클라이언트)의 시스템 클럭이 허용되는 제한 범위(허용 오차) 이상으로 서버의 

시스템 클럭보다 느리거나 빨라서는 안 됩니다.

각 배포 시나리오의 특정 값은 표 2-4. 클라이언트 클럭 허용 오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클라이언트 클럭 값은 vCenter Server 6.7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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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클라이언트 클럭 허용 오차

배포 시나리오 클럭 허용 오차 연결 정보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하

나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연결

클라이언트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클럭 허용 오차가 10분을 초

과하면 안 됩니다.

CLI 설치 관리자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보안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vCenter Server 연결

클라이언트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클럭 허용 오차가 10분을 넘

지 않아야 합니다.

CLI 설치 관리자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보안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다른 vCenter 

Server 연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두 번째 vCenter Server를 배포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첫 번째 vCenter 

Server의 클럭 허용 오차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_on_vc.json 템플릿이 포함된 컨테이

너 vCenter Server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클라이언트와 컨테이너 vCenter Server 

간의 최대 클럭 허용 오차는 8시간 20분

입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설치 관리

자를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필수 작업과 사전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전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및 마운트.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된 토폴로지에서는 노드 간에 시간 동기화를 사용

하여 서로 다른 노드를 배포하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있는 모든 vCenter 

Server 인스턴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및 타사 로드 밸런서에 대해 시간을 동기화

해야 합니다. vSphere 네트워크에서 클럭 동기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시스템 사전 요구 사항
n 시스템이 최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시스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장치를 ESXi 호스트에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ESXi 호스트가 잠금 모드 또는 유지 보수 모드가 아니고 

완전히 자동화된 DRS 클러스터의 일부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n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인벤토리에 포함된 DRS 클러스터에 장치를 배포하려면 잠금 모드 또는 

유지 보수 모드가 아닌 ESXi 호스트가 클러스터에 하나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시간 동기화를 위해 NTP 서버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NTP 서버가 실행 중이며 NTP 서버와 장치를 배

포할 대상 서버 간의 시간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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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고급 연결 모드 사전 요구 사항
고급 연결 모드 배포의 일부로 새 vCenter Server를 배포하는 경우 환경에서 기존 vCenter Server 노드의 

이미지 기반 백업을 생성합니다. 배포 프로세스 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조치로 백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포에 실패하면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삭제하고 해당하는 이미지 기반 백업에서 

vCenter Server 노드를 복원합니다. 이미지 기반 백업에서 환경의 모든 노드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복제 파트너가 복원된 노드와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배포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n 이미지 기반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 5 vCenter Server 환경의 이미지 기반 백업 및 복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필수 구성 요소
장치의 네트워크 설정에서 정적 IP 주소와 시스템 이름으로 FQDN을 할당할 계획인 경우 IP 주소에 대한 

정방향 및 역방향 DNS 레코드를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
치의 GUI 배포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대화형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GUI 배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고, 장치를 배포하고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입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된 토폴로지에서는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순차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도메인 내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

턴스의 배포를 완료한 후에는 공통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여러 

vCenter Server 장치의 동시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GUI 배포 프로세스에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두 단계가 포함됩니다.

그림 2-1. 1단계 - OVA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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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에서는 배포 유형과 장치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배포 마법사를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

용자가 제공하는 배포 유형 및 장치 설정을 사용하여 대상 서버에 OVA 파일 배포를 완료합니다.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배포의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대신 vSphere Client 또는 VMware Host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OVA 파일을 배

포할 수도 있습니다. OVA 배포 후에는 새로 배포된 장치의 장치 관리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여 배포 프로

세스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OVA 파일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상 시스템 관리" 에서 "OVF 또는 OVA 템플릿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2. 2단계 - 장치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장치 시간 동기화 및 vCenter Single Sign-On을 구성하는 마법사를 안내합니다. 이 단

계에서는 초기 설정을 완료하고 새로 배포된 장치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배포의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대신 새로 배포된 장치의 장치 관리 인터페

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https://FQDN_or_IP_address:5480).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
에 필요한 정보
GUI 방법을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는 경우 마법사에서 배포 및 설치 정보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제품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

우에 대비하여 입력하는 값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표 2-5. GUI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 필요한 정보

배포 유형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모든 배포 유형 장치를 배포할 대상 서버의 FQDN 또

는 IP 주소

대상 서버는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일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버의 HTTPS 포트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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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GUI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 필요한 정보 (계속)

배포 유형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대상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

용자 이름

n 대상 서버가 ESXi 호스트인 경우 

루트를 사용합니다.

n 대상 서버가 vCenter Server 인스

턴스인 경우 

user_name@your_domain_na
me을 사용합니다(예: 
administrator@vsphere.local).

-

대상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

용자의 암호

-

모든 배포 유형

대상 서버가 vCenter Server 인

스턴스인 경우에만

장치를 배포할 vCenter Server 인벤토

리의 데이터센터

필요에 따라 데이터 센터 폴더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장치를 배포할 데이터센터 인벤토리의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

-

모든 배포 유형 장치의 VM 이름

n 퍼센트 기호(%), 백슬래시(\) 또는 

슬래시(/)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n 길이는 80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

다.

VMware vCenter 
Server Appliance

모든 배포 유형 장치 운영 체제의 루트 사용자 암호

n 공백 없이 소문자 ASCII 문자만 포

함해야 합니다.

n 길이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20자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n 하나 이상의 대문자를 포함해야 합

니다.

n 하나 이상의 소문자를 포함해야 합

니다.

n 하나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

다.

n 하나 이상의 특수 문자(예: 달러 기

호($), 해시 키(#), 앳 기호(@), 마

침표(.) 또는 느낌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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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GUI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 필요한 정보 (계속)

배포 유형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vSphere 환경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크기

n 매우 작음

2개의 CPU와 10GB의 메모리가 포

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개의 호스트 또는 100개의 

가상 시스템이 있는 환경에 적합합

니다.

n 작음

4개의 CPU와 16GB의 메모리가 포

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

개의 가상 시스템이 있는 환경에 적

합합니다.

n 중간

8개의 CPU와 24GB의 메모리가 포

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400개의 호스트 또는 4,000

개의 가상 시스템이 있는 환경에 적

합합니다.

n 큼

16개의 CPU와 32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있는 환

경에 적합합니다.

n 초대형

24개의 CPU와 48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2,000개의 호스트 또는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있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매우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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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GUI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 필요한 정보 (계속)

배포 유형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vSphere 환경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스토리지 크기

SEAT 데이터(통계, 이벤트, 경보 및 작

업)를 위해 더 큰 볼륨이 필요한 경우에

는 기본 스토리지 크기를 늘립니다.

n 기본값

매우 작은 배포 크기의 경우 

30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

를 배포합니다.

작은 배포 크기의 경우 34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중간 배포 크기의 경우 5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큰 배포의 경우 74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매우 큰 배포 크기의 경우 1180GB

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n 큼

매우 작은 배포 크기의 경우 

8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

를 배포합니다.

작은 배포 크기의 경우 87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중간 배포 크기의 경우 10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큰 배포의 경우 1090GB의 스토리

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매우 큰 배포 크기의 경우 1230GB

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n 초대형

매우 작은 배포 크기의 경우 

170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

를 배포합니다.

작은 배포 크기의 경우 175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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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GUI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 필요한 정보 (계속)

배포 유형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중간 배포 크기의 경우 190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큰 배포의 경우 1970GB의 스토리

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매우 큰 배포 크기의 경우 2110GB

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모든 배포 유형 장치의 구성 파일과 가상 디스크를 저

장할 데이터스토어의 이름

참고   설치 관리자는 대상 서버에서 액

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스토어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씬 디스크 모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사용 안 함

모든 배포 유형 장치를 연결할 네트워크의 이름

참고   설치 관리자는 대상 서버의 네트

워크 설정에 따라 네트워크를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합니다. ESXi 호스트에서 

장치를 직접 배포할 경우 사용 후 삭제

가 아닌 분산 가상 포트 그룹은 지원되

지 않으며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배포를 수행하는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

니다.

-

장치 주소의 IP 버전

IPv4 또는 IPv6일 수 있습니다.

IPv4

장치 주소의 IP 할당

정적 또는 DHCP일 수 있습니다.

정적

모든 배포 유형

정적 할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FQDN

vCenter Server는 시스템 이름으로 

FQDN 또는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

IP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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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GUI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 필요한 정보 (계속)

배포 유형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IPv4 네트워크에는 서브넷 마스크 또는 

네트워크 접두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서브넷 마스크는 점과 십진수 표기

법(예: 255.255.255.0)을 사용합니다. 

IPv4 네트워크 접두사는 0~32 사이의 

정수입니다.

IPv6 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 접두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IPv6 네트워크 접두

사는 0~128 사이의 정수입니다.

-

기본 게이트웨이 -

쉼표로 구분된 DNS 서버 -

모든 배포 유형

IPv4 버전과 DHCP 할당을 사용

하고 환경에서 DDNS 서버를 사

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스템 이름(FQDN) -

표 2-6. GUI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에 필요한 정보

다음에 필요함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모든 배포 유형 시간 동기화 설정

ESXi 호스트의 시간을 사용하거나 하나 

이상의 NTP 서버를 사용하여 장치의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NTP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

우 쉼표로 구분된 목록으로 NTP 서버

의 IP 주소 또는 FQDN을 제공해야 합

니다.

NTP 서버와 시간 동기

화

SSH 액세스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참고   vCenter Server Appliance 고가

용성을 사용하려면 장치에 대한 원격 

SSH 액세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용 안 함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새 도메

인의 첫 번째 인스턴스로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이름

예를 들어 vsphere.local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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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GUI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에 필요한 정보 (계속)

다음에 필요함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관리자 계정의 암호,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n 길이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20자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n 하나 이상의 대문자를 포함해야 합

니다.

n 하나 이상의 소문자를 포함해야 합

니다.

n 하나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

다.

n 하나 이상의 특수 문자(예: 앰퍼샌

드(&), 해시 키(#) 및 퍼센트 기호

(%))를 포함해야 합니다.

-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기존 도

메인의 후속 인스턴스로

가입하려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FQDN 또는 IP 

주소

같은 버전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가입해야 합니

다.

-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

스의 HTTPS 포트

443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

스의 vCenter Single Sign On 도메인 

이름

예를 들어 vsphere.local입니다.

-

도메인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 

On 관리자 사용자의 암호

-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 이름

기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새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

램) 참여 또는 참여 안 함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

오.

CEIP 참여

GUI를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대화형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GUI 배포는 장치를 배포하려는 대상 네트워크에 있는 Windows, 

Linux 또는 Mac 시스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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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워크플로

배포 시작

배포 종료

1단계 - OVA 파일을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

2단계 -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사전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를 참

조하십시오.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에 필요한 정보를 참조하십

시오.

절차

1 1단계 -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OVA 파일 배포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는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되어 있는 OVA 파일을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합니다.

2 2단계 -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OVA 배포가 완료되면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되어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를 가진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1단계 -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OVA 파일 배포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는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되어 있는 OVA 파일을 내장

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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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서 vcsa-ui-installer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운영 체제

의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설치 관리자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n Windows OS의 경우 win32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n Linux OS의 경우 lin64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 파일을 실행합니다.

n Mac OS의 경우 mac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app 파일을 실행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설치를 클릭하여 배포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소개] 페이지를 검토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이해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배포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다

음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vCenter Server가 모두 설치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6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대상 서버에 연결합니다.

옵션 단계

장치를 배포하려는 ESXi 호

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ESXi 호스트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ESXi 호스트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ESXi 호스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루트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ESXi 호스트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시하는지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연결하고 인벤토리를 찾아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시하

는지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6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 폴

더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잠금 모드 또는 유지 보수 모드에 있지 않은 하나 이상의 ESXi 호스트가 포함된 데이

터 센터나 데이터 센터 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7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장치 VM 설정]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고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설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장치 이름은 퍼센트 기호(%), 백슬래시(\) 또는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길이가 80자 이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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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는 최소 8자의 공백 없는 ASCII 소문자로 숫자,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 문자(예: 느낌표(!), 해시 키

(#), 앳 기호(@) 또는 괄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8 vSphere 인벤토리에 대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크기를 선택합니다.

배포 크기 옵션 설명

매우 작음 2개의 CPU와 10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개의 호스트 또는 1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작음 4개의 CPU와 16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중간 8개의 CPU와 24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400개의 호스트 또는 4,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큼 16개의 CPU와 32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

다.

초대형 24개의 CPU와 48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2,000개의 호스트 또는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

다.

 

9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스토리지 크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스토

리지 

크기 

옵션

매우 작은 배포 크기

에 대한 설명

작은 배포 크기에 대

한 설명

보통 배포 크기에 대

한 설명

큰 배포 크기에 대한 

설명

초대형 배포 크기에 

대한 설명

기본

값

30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34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5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74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118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큼 8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87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25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9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23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초대

형

170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75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905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97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211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 사용 가능한 데이터스토어 목록에서 모든 가상 시스템 구성 파일 및 가상 디스크가 저장될 위치를 선택

하고, 선택 사항으로 씬 디스크 모드 사용을 선택하여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FS 

데이터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씬 프로비저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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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트워크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의 FQDN 또는 IP 주소가 시스템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FQD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DHCP에 의해 할당되는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IP 주소를 사용하려면 장치에 대해 정적 IP 주소 

할당을 사용합니다.

옵션 작업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네트워크는 대상 서버의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

다. ESXi 호스트에서 장치를 직접 배포할 경우 사용 후 삭제가 아닌 분산 가상 포트 

그룹은 지원되지 않으며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IP 버전 장치 IP 주소에 대한 버전을 선택합니다.

IPv4 또는 IPv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 할당 장치의 IP 주소 할당 방법을 선택합니다.

n 정적

마법사에서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IP 주소를 시스템 이름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IP 주소를 시스템 이름으

로 사용하는 경우 배포 후에 IP 주소를 변경하고 DNS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

습니다.

n DHCP

DHCP 서버는 IP 주소를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경에서 DHCP 서버를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환경에 사용하도록 설정된 DDNS가 있는 경우 장치에 대한 기본 FQDN(정규화

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통 포트 (선택 사항) HTTP 및 HTTPS 포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HTTP 및 HTTPS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미 vCenter Server에서 

사용 중인 포트 번호 또는 기본 HTTP 및 HTTPS 포트 80 및 443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12 [완료 준비] 1단계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설정을 검토한 후 마침을 클릭하여 

OVA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13 OVA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을 클릭하여 새로 배포된 장치의 서비스를 설정 및 시작하

는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를 계속합니다.

참고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하는 경우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에 로그

인하여 서비스를 설정 및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가 새로 배포되어 대상 서버에서 

실행되지만 서비스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VMware, Inc. 47



2단계 -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OVA 배포가 완료되면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되어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

진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절차

1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에 대한 소개를 검토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장치에서 시간 설정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장치에 대한 원격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다

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ESXi 호스트와 시간 동기화 정기 시간 동기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VMware Tools는 게스트 운영 체제의 시

간을 ESXi 호스트의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NTP 서버와 시간 동기화 시간 동기화를 위해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

면 쉼표로 구분된 NTP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하거나 기존 도메인에 가입합니다.

옵션 설명

새 Single Sign-On 도메인 생성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a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vsphere.local).

참고   도메인 이름에 대문자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b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에 대한 암호입니다.

c 관리자 암호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

새 vCenter Single Sign-On Server를 기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시킵니다. 새 vCenter Single Sign-On 

Server를 가입한 vCenter Single Sign-On Server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a 가입할 vCenter Single Sign-On Server가 포함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b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HTTPS 포트를 입력합니

다.

c 가입하려는 vCenter Single Sign-On의 도메인 이름(예: vsphere.local)을 

입력합니다.

d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e 다음을 클릭합니다.

 

4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페이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할지 선택합니다.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구성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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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 준비]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구성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하고 확

인을 클릭하여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를 완료한 후 장치를 설정합니다.

6 (선택 사항)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브라우저에 https://vcenter_server_appliance_fqdn/ui 또는 

https://vcenter_server_appliance_fqdn/vsphere-client로 URL을 입력하여 vSphere Web 

Client로 이동하고 vCenter Server Appliance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거나 https://

vcenter_server_appliance_fqdn:443을 클릭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시작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7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시작]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해 고가용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고가용성

을 제공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GUI를 사용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첫 번째 인스턴스로 또는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복제 파트너로 대화형으로 배포할 수 있

습니다. GUI 배포는 장치를 배포하려는 대상 네트워크에 있는 Windows, Linux 또는 Mac 시스템에서 실

행해야 합니다.

중요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는 차례로 배포해야 합니다. 

그림 2-4.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배포 워크플로

배포 시작

배포 종료

1단계 - OVA 파일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로 배포

2단계 -  새로 배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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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를 참

조하십시오.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에 필요한 정보를 참조하십

시오.

절차

1 1단계 -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로 OVA 파일 배포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된 OVA 파일을 배포합니다.

2 2단계 - 새로 배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설정

OVA 배포를 마치면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됩니다. 2단계에서는 새로 배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1단계 -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로 OVA 파일 배포
배포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에 포함된 OVA 파일을 배포합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서 vcsa-ui-installer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운영 체제

의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설치 관리자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n Windows OS의 경우 win32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n Linux OS의 경우 lin64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 파일을 실행합니다.

n Mac OS의 경우 mac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app 파일을 실행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설치를 클릭하여 배포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소개] 페이지를 검토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이해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배포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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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려는 대상 서버에 연결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단계

장치를 배포하려는 ESXi 호

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ESXi 호스트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ESXi 호스트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ESXi 호스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루트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ESXi 호스트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시하는지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연결하고 인벤토리를 찾아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시하

는지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6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 폴

더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잠금 모드 또는 유지 보수 모드에 있지 않은 하나 이상의 ESXi 호스트가 포함된 데이

터 센터나 데이터 센터 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7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장치 VM 설정] 페이지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이름을 입력하고 루트 사용자에 대

한 암호를 설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장치 이름은 퍼센트 기호(%), 백슬래시(\) 또는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길이가 80자 이하여

야 합니다.

암호는 최소 8자의 공백 없는 ASCII 소문자로 숫자,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 문자(예: 느낌표(!), 해시 키

(#), 앳 기호(@) 또는 괄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8 사용 가능한 데이터스토어 목록에서 모든 가상 시스템 구성 파일 및 가상 디스크가 저장될 위치를 선택

하고, 선택 사항으로 씬 디스크 모드 사용을 선택하여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FS 

데이터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씬 프로비저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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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네트워크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의 FQDN 또는 IP 주소가 시스템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FQD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DHCP에 의해 할당되는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IP 주소를 사용하려면 장치에 대해 정적 IP 주소 

할당을 사용합니다.

옵션 작업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네트워크는 대상 서버의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

다. ESXi 호스트에서 장치를 직접 배포할 경우 사용 후 삭제가 아닌 분산 가상 포트 

그룹은 지원되지 않으며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IP 버전 장치 IP 주소에 대한 버전을 선택합니다.

IPv4 또는 IPv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 할당 장치의 IP 주소 할당 방법을 선택합니다.

n 정적

마법사에서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IP 주소를 시스템 이름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IP 주소를 시스템 이름으

로 사용하는 경우 배포 후에 IP 주소를 변경하고 DNS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

습니다.

n DHCP

DHCP 서버는 IP 주소를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경에서 DHCP 서버를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환경에 사용하도록 설정된 DDNS가 있는 경우 장치에 대한 기본 FQDN(정규화

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통 포트 (선택 사항) HTTP 및 HTTPS 포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HTTP 및 HTTPS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미 vCenter Server에서 

사용 중인 포트 번호 또는 기본 HTTP 및 HTTPS 포트 80 및 443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10 [완료 준비] 1단계 페이지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배포 설정을 검토한 후 마침을 클

릭하여 OVA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11 OVA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을 클릭하여 새로 배포된 장치의 서비스를 설정 및 시작하

는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를 계속합니다.

참고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하는 경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관리 인터페이스

에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설정 및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

새로 배포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가 대상 서버에서 실행되지만 서비스는 시작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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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새로 배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설정
OVA 배포를 마치면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됩니다. 2단계에서는 새로 배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절차

1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에 대한 소개를 검토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장치에서 시간 설정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장치에 대한 원격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다

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ESXi 호스트와 시간 동기화 정기 시간 동기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VMware Tools는 게스트 운영 체제의 시

간을 ESXi 호스트의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NTP 서버와 시간 동기화 시간 동기화를 위해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

면 쉼표로 구분된 NTP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하거나 기존 도메인에 가입합니다.

옵션 설명

새 Single Sign-On 도메인 생성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a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vsphere.local).

참고   도메인 이름에 대문자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b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에 대한 암호입니다.

c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기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

스의 복제 파트너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가입합니다. 가입하려는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

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b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c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vCenter Single Sign-On 도

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d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e 다음을 클릭합니다.

f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를 생성할지,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사

이트에 가입할지 선택합니다.

 

4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페이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할지 선택합니다.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구성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5 완료 준비 페이지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대한 구성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

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를 완료한 후 장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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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사항) 초기 설정을 마치면 https://platform_services_controller_fqdn/psc를 클릭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웹 인터페이스로 이동하거나, https://

platform_services_controller_fqdn:443을 클릭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시작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7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시작]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결과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한 경우, 장치는 도

메인 내의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인프라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고, 새로 배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n 인프라 데이터를 복제하고 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해 동일한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하

는 하나 이상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GUI를 사용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대화형 배포를 수행하고 기존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GUI 배포는 장치를 배포하려는 대상 네트워크에 있

는 Windows, Linux 또는 Mac 시스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참고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 배포는 향후 vSphere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배포하거나 업그

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 http://kb.vmware.com/kb/60229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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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워크플로

배포 시작

배포 종료

1단계 - OVA 파일을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

2단계 -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사전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n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등록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설치했거나 배포했는

지 확인합니다.

절차

1 1단계 - OVA 파일을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

배포 프로세스 1단계에서는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되어 있는 OVA 파일을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합니다.

2 2단계 -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OVA 배포를 마치면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되고, 2단계에서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1단계 - OVA 파일을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
배포 프로세스 1단계에서는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되어 있는 OVA 파일을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배포합니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VMware, Inc. 55



절차

1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서 vcsa-ui-installer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운영 체제

의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설치 관리자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n Windows OS의 경우 win32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n Linux OS의 경우 lin64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 파일을 실행합니다.

n Mac OS의 경우 mac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app 파일을 실행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설치를 클릭하여 배포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소개] 페이지를 검토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이해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배포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필요)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대상 서버에 연결합니다.

옵션 단계

장치를 배포하려는 ESXi 호

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ESXi 호스트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ESXi 호스트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ESXi 호스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루트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ESXi 호스트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시하는지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연결하고 인벤토리를 찾아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시하

는지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6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 폴

더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잠금 모드 또는 유지 보수 모드에 있지 않은 하나 이상의 ESXi 호스트가 포함된 데이

터 센터나 데이터 센터 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7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장치 VM 설정]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고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설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장치 이름은 퍼센트 기호(%), 백슬래시(\) 또는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길이가 80자 이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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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는 최소 8자의 공백 없는 ASCII 소문자로 숫자,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 문자(예: 느낌표(!), 해시 키

(#), 앳 기호(@) 또는 괄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8 vSphere 인벤토리에 대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크기를 선택합니다.

배포 크기 옵션 설명

매우 작음 2개의 CPU와 10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개의 호스트 또는 1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작음 4개의 CPU와 16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중간 8개의 CPU와 24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400개의 호스트 또는 4,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큼 16개의 CPU와 32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

다.

초대형 24개의 CPU와 48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2,000개의 호스트 또는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

다.

 

9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스토리지 크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스토

리지 

크기 

옵션

매우 작은 배포 크기

에 대한 설명

작은 배포 크기에 대

한 설명

보통 배포 크기에 대

한 설명

큰 배포 크기에 대한 

설명

초대형 배포 크기에 

대한 설명

기본

값

30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34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5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74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118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큼 8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87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25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9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23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초대

형

170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75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905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97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211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 사용 가능한 데이터스토어 목록에서 모든 가상 시스템 구성 파일 및 가상 디스크가 저장될 위치를 선택

하고, 선택 사항으로 씬 디스크 모드 사용을 선택하여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FS 

데이터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씬 프로비저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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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트워크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의 FQDN 또는 IP 주소가 시스템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FQD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DHCP에 의해 할당되는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IP 주소를 사용하려면 장치에 대해 정적 IP 주소 

할당을 사용합니다.

옵션 작업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네트워크는 대상 서버의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

다. ESXi 호스트에서 장치를 직접 배포할 경우 사용 후 삭제가 아닌 분산 가상 포트 

그룹은 지원되지 않으며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IP 버전 장치 IP 주소에 대한 버전을 선택합니다.

IPv4 또는 IPv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 할당 장치의 IP 주소 할당 방법을 선택합니다.

n 정적

마법사에서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IP 주소를 시스템 이름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IP 주소를 시스템 이름으

로 사용하는 경우 배포 후에 IP 주소를 변경하고 DNS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

습니다.

n DHCP

DHCP 서버는 IP 주소를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경에서 DHCP 서버를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환경에 사용하도록 설정된 DDNS가 있는 경우 장치에 대한 기본 FQDN(정규화

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통 포트 (선택 사항) HTTP 및 HTTPS 포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HTTP 및 HTTPS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미 vCenter Server에서 

사용 중인 포트 번호 또는 기본 HTTP 및 HTTPS 포트 80 및 443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12 [완료 준비] 1단계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설정을 검토한 후 마침을 클릭하여 

OVA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13 OVA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을 클릭하여 새로 배포된 장치의 서비스를 설정 및 시작하

는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를 계속합니다.

참고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하는 경우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에 로그

인하여 서비스를 설정 및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진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가 대상 서버에서 실행 

중이지만 서비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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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정
OVA 배포를 마치면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되고, 2단계에서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절차

1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에 대한 소개를 검토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장치에서 시간 설정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장치에 대한 원격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다

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ESXi 호스트와 시간 동기화 정기 시간 동기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VMware Tools는 게스트 운영 체제의 시

간을 ESXi 호스트의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NTP 서버와 시간 동기화 시간 동기화를 위해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

면 쉼표로 구분된 NTP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3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등록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FQDN 또는 IP 주소

를 제공하고, vCenter Single Sign-On HTTPS 포트, 도메인 이름 및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Windows 설치인 경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실

행되는 호스트 시스템의 시스템 이름을 제공합니다.

4 [완료 준비]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구성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하고 확

인을 클릭하여 배포 프로세스의 2단계를 완료한 후 장치를 설정합니다.

5 (선택 사항)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브라우저에 https://vcenter_server_appliance_fqdn/ui 또는 

https://vcenter_server_appliance_fqdn/vsphere-client로 URL을 입력하여 vSphere Web 

Client로 이동하고 vCenter Server Appliance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거나 https://

vcenter_server_appliance_fqdn:443을 클릭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시작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6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시작]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결과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가 장치가 등록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사이

트 및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해 고가용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고가용성

을 제공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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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
치의 CLI 배포
CL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자동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 배포 프로세스에는 배포를 수행할 네트워크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하고, 배포 정보가 포함된 JSON 구성 파일을 준비하고, 배포 명령을 실

행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중요   CLI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려는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경로, JSON 구성 파일의 경로, 암호를 포함하여 JSON 구성 파일에 있는 문자열 

값에는 ASCII 문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장 ASCII 및 ASCII가 아닌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ISO 파일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된 JSON 파일의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ISO 파일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된 JSON 파일의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CLI 배포를 

위해 JSON 템플릿을 준비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I 배포에 필요한 JSON 구성 파일 준비를 참조하

십시오.

중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된 토폴로지에서는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순차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도메인 내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

턴스의 배포를 완료한 후에는 공통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여러 

vCenter Server 장치의 동시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 배포에 필요한 JSON 구성 파일 준비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기 위해 CLI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배포 규격에 필요한 구성 매개 변수 및 해당 값이 포함되어 있는 JSON 파일을 준비해

야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는 모든 배포 유형에 필요한 JSON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CLI 배포를 위한 JSON 템플릿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규격에 맞게 JSON 템플릿에 있는 구성 매개 변수의 값을 설정하면 최소 구성을 사용하여 장치를 배

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구성을 위해 미리 설정된 값을 편집하고, 구성 매개 변수를 제거하고, 구성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 매개 변수의 전체 목록과 해당 설명을 보려면 사용 중인 운영 체제의 설치 관리자 하위 디렉토리로 이

동하여 vcsa-deploy install --template-help 명령을 실행하거나 배포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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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n JSON 구문에 익숙해야 합니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및 마운트.

절차

1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서 vcsa-cli-installer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templates 하위 폴더를 엽니다.

2 배포 템플릿을 install 하위 폴더에서 작업 공간으로 복사합니다.

중요   JSON 구성 파일의 경로에는 ASCII 문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장 ASCII 및 ASCII가 아닌 문

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텍스트 편집기에서 규격에 맞는 템플릿 파일을 엽니다.

JSON 구성 파일의 구문을 올바르게 유지하려면 JSON 편집기를 사용하십시오.

4 필수 구성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매개 변수와 해당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장치의 네트워크에 IPv4 DHCP 할당을 사용하려면 템플릿의 network 하위 섹션에서 mode 
매개 변수의 값을 dhcp로 변경하고, 정적 할당을 위한 기본 구성 매개 변수를 제거합니다.

        "network": {
            "ip_family": "ipv4",
            "mode": "dhcp"
        },

중요   암호를 포함하여 모든 문자열 값에는 ASCII 문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장 ASCII 및 ASCII가 

아닌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백슬래시(\) 또는 따옴표(") 문자가 포함된 값을 설정하려면 문자 앞에 백슬래시(\) 문자가 있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password":"my\"password"는 암호를 my"password로 설정하고 "image":"G:\
\vcsa\\VMware-vCenter-Server-Appliance-6.7.0.XXXX-YYYYYYY_OVF10.ova"는 경로를 

G:\vcsa\VMware-vCenter-Server-Appliance-6.7.0.XXXX-YYYYYYY_OVF10.ova로 설정

합니다.

부울 값은 소문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즉 값은 true 또는 false일 수 있습니다. 예: 

"ssh_enable":false

5 (선택 사항) 원하는 JSON 편집기를 사용하여 JSON 파일을 검증합니다.

6 UTF-8 형식으로 저장하고 파일을 닫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배포 규격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템플릿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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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CLI 배포를 위한 
JSON 템플릿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는 vcsa-cli-installer/templates 디렉토리에 있는 

JSON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stall 하위 폴더에는 모든 배포 유형에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

수가 포함된 8개의 JSON 템플릿이 있습니다.

각 배포 유형마다 장치를 ESXi 호스트에 배포하기 위한 템플릿 하나와 장치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배포하기 위한 또 하나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표 2-7.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되어 있는 배포 JSON 템플릿

위치 템플릿 설명

vcsa-cli-
installer\templates\install

embedded_vCSA_on_ESXi.jso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ESXi 

호스트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embedded_vCSA_on_VC.jso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

다.

embedded_vCSA_replication_on_E
SXi.jso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ESXi 

호스트에 다른 내장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복제 파트너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

다.

embedded_vCSA_replication_on_V
C.jso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다른 내장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복제 파트

너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PSC_first_instance_on_ESXi.jso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ESXi 호스트에 새 vCenter Single Sign-

On 도메인의 첫 번째 인스턴스로 배포하

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

합니다.

PSC_first_instance_on_VC.jso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첫 번째 인스턴

스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PSC_replication_on_ESXi.jso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ESXi 호스트에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하여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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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 포함되어 있는 배포 JSON 템플릿 (계속)

위치 템플릿 설명

PSC_replication_on_VC.jso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

하여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vCSA_on_ESXi.jso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

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ESXi 호

스트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

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vCSA_on_VC.jso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

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구성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

다.

배포 구성 매개 변수
CLI 배포를 위한 JSON 구성 파일을 준비할 때는 매개 변수와 값을 설정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배포를 위한 입력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JSON 배포 파일에 있는 구성 매개 변수의 섹션 및 하위 섹션

CLI 업그레이드를 위한 JSON 구성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는 섹션과 하위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표 2-8. JSON 배포 파일에 있는 구성 매개 변수의 섹션 및 하위 섹션

섹션 하위 섹션 설명

new_vcsa - 배포할 새 장치

를 설명합니다.

esxi 새 장치를 ESXi 호스트에 직접 배포하려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대상 ESXi 호스트를 설명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표 2-9. new_vcsa 섹션, 

esxi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esxi 또는 vc 하위 섹션을 채워야 합니다.

vc 장치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인벤토리에 배포하려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인벤토리의 DRS 클러스터를 설명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표 2-10. new_vcsa 섹션, vc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vc 또는 esxi 하위 섹션을 채워야 합니다.

applianc
e

장치를 설명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표 2-11. new_vcsa 섹션, appliance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etwork 장치의 네트워크 설정을 설명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표 2-12. new_vcsa 

섹션, network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os 장치의 운영 체제 설정을 설명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표 2-13. new_vcsa 

섹션, os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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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JSON 배포 파일에 있는 구성 매개 변수의 섹션 및 하위 섹션 (계속)

섹션 하위 섹션 설명

sso 장치의 vCenter Single Sign-On 설정을 설명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표 

2-14. new_vcsa 섹션, sso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ovftool_
argument
s

설치 관리자가 생성하는 OVF Tool 명령에 임의의 인수와 해당 값을 추가하기 위한 선

택적 하위 섹션입니다.

중요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는 ovftool_arguments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OVF Tool에서 인식하지 않는 인수를 설정하면 

배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ceip -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설명합니

다.

settings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데 필요한 

ceip_enabled 구성 매개 변수만 포함됩니다. 표 2-15. ceip 섹션, settings 하위 섹션

의 구성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참고   true로 설정한 경우에는 CLI 배포 명령을 실행할 때 --acknowledge-ceip 
인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고객 환경 향상 프로

그램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암호를 포함하여 모든 문자열 값에는 ASCII 문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장 ASCII 및 ASCII가 아닌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백슬래시(\) 또는 따옴표(") 문자가 포함된 값을 설정하려면 문자 앞에 백슬래시(\)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ssword":"my\"password"는 암호를 my"password로 설정하고 "image":"G:\\vcsa\
\VMware-vCenter-Server-Appliance-6.7.0.XXXX-YYYYYYY_OVF10.ova"는 경로를 

G:\vcsa\VMware-vCenter-Server-Appliance-6.7.0.XXXX-YYYYYYY_OVF10.ova로 설정합니

다.

부울 값은 소문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true 또는 false일 수 있습니다. 예: "ssh_enable":false

new_vcsa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표 2-9. new_vcsa 섹션, esxi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이름 유형 설명

hostname 문자열 장치를 배포할 대상 ESXi 호스트의 IP 주소 또는 FQDN입니다.

username 문자열 대상 ESXi 호스트에서 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 이름입니다(예: root).

password 문자열 대상 ESXi 호스트에서 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deployment_network 문자열 장치를 연결할 네트워크의 이름입니다.

참고   대상 ESXi 호스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여야 합니다.

대상 ESXi 호스트에 네트워크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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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new_vcsa 섹션, esxi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datastore 문자열 장치의 모든 가상 시스템 구성 파일과 가상 디스크를 저장할 데이터스토어의 이름입니

다.

참고   데이터스토어는 ESXi 호스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스토어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port 정수 대상 ESXi 호스트의 HTTPS 역방향 프록시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는 443입니다. 대상 ESXi 호스트에서 사용자 지정 HTTPS 역방향 프록시 포

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표 2-10. new_vcsa 섹션, vc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이름 유형 설명

hostname 문자열 장치를 배포할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IP 주소 또는 FQDN입니다.

username 문자열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서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의 이름입니다

(예: administrator@vsphere.local).

password 문자열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서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의 암호입니다.

deployment_network 문자열 장치를 연결할 네트워크의 이름입니다.

참고   네트워크는 장치를 배포할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에 네트워크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무시됩니다.

datacenter 문자열 또

는 어레이

장치를 배포할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vCenter Server 데

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폴더 또는 폴더 구조에 있는 경우, 값은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 목록이거

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의 단일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parent_folder", "child_folder", "datacenter_name"]

또는

"parent_folder, child_folder, datacenter_name"

참고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datastore 문자열 장치의 모든 가상 시스템 구성 파일과 가상 디스크를 저장할 데이터스토어의 이름입니

다.

참고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스토어여야 

합니다. 

데이터스토어에 15GB 이상의 여유 디스크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port 정수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HTTPS 역방향 프록시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는 443입니다.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지정 HTTPS 역

방향 프록시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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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new_vcsa 섹션, vc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target 문자열 또

는 어레이

장치를 배포할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입니다.

중요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표시되는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서 대상 ESXi 호스트의 이름이 IP 주소인 경우에는 

FQDN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상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가 폴더 또는 폴더 구조에 있는 경우, 값은 쉼표

로 구분된 문자열 목록이거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의 단일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parent_folder", "child_folder", "esxi-host.domain.com"]

또는

"parent_folder, child_folder, esxi-host.domain.com"

대상 ESXi 호스트가 클러스터의 일부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 목록 또는 쉼

표로 구분된 목록의 단일 문자열을 사용하여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cluster_name", "esxi-host.domain.com"] 
                  

또는

"cluster_name, esxi-host.domain.com"

참고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vm_folder 문자열 선택 사항입니다. 장치를 추가할 VM 폴더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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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new_vcsa 섹션, appliance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이름 유형 설명

thin_disk_mode 부울 씬 가상 디스크를 사용하여 장치를 배포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deployment_option 문자열 장치의 크기입니다.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개의 호스트와 1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하려면 tiny로 설정합니다.

2개의 CPU, 10GB의 메모리 및 25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개의 호스트와 1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면 

tiny-lstorage로 설정합니다.

2개의 CPU, 10GB의 메모리 및 77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개의 호스트와 1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

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

면 tiny-xlstorage로 설정합니다.

2개의 CPU, 10GB의 메모리 및 165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개의 호스트와 1,000개의 가상 시스

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면 small로 설정합니다.

4개의 CPU, 16GB의 메모리 및 29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개의 호스트와 1,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

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려면 small-lstorage로 설정합니다.

4개의 CPU, 16GB의 메모리 및 82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개의 호스트와 1,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하려면 small-xlstorage로 설정합니다.

4개의 CPU, 16GB의 메모리 및 170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400개의 호스트와 4,000개의 가상 시스

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면 medium로 설정합니다.

8개의 CPU, 24GB의 메모리 및 4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400개의 호스트와 4,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

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려면 medium-lstorage로 설정합니다.

8개의 CPU, 24GB의 메모리 및 9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400개의 호스트와 4,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하려면 medium-xlstorage로 설정합니다.

8개의 CPU, 24GB의 메모리 및 180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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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new_vcsa 섹션, appliance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0개의 호스트와 10,000개의 가상 시

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를 배포하려면 large로 설정합니다.

16개의 CPU, 32GB의 메모리 및 64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0개의 호스트와 10,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하려면 large-lstorage로 설정합니다.

16개의 CPU, 32GB의 메모리 및 99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0개의 호스트와 10,000개의 가상 시스템

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

포하려면 large-xlstorage로 설정합니다.

16개의 CPU, 32GB의 메모리 및 187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2,000개의 호스트와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면 xlarge로 설정합니다.

24개의 CPU, 48GB의 메모리 및 98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2,000개의 호스트와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하려면 xlarge-lstorage로 설정합니다.

24개의 CPU, 48GB의 메모리 및 103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2,000개의 호스트와 35,000개의 가상 시스템

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

포하려면 xlarge-xlstorage로 설정합니다.

24개의 CPU, 48GB의 메모리 및 191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개의 호스트와 1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려면 management-tiny로 설정합니다.

2개의 CPU, 10GB의 메모리 및 25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개의 호스트와 1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면 

management-tiny-lstorage로 설정합니다.

2개의 CPU, 10GB의 메모리 및 77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개의 호스트와 1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면 

management-tiny-xlstorage로 설정합니다.

2개의 CPU, 10GB의 메모리 및 165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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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new_vcsa 섹션, appliance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개의 호스트와 1,000개의 가상 시스

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

포하려면 management-small로 설정합니다.

4개의 CPU, 16GB의 메모리 및 29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개의 호스트와 1,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

면 management-small-lstorage로 설정합니다.

4개의 CPU, 16GB의 메모리 및 82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개의 호스트와 1,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려면 management-small-xlstorage로 설정합니다.

4개의 CPU, 16GB의 메모리 및 170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400개의 호스트와 4,000개의 가상 시스

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

포하려면 management-medium으로 설정합니다.

8개의 CPU, 24GB의 메모리 및 4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400개의 호스트와 4,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

면 management-medium-lstorage로 설정합니다.

8개의 CPU, 24GB의 메모리 및 9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400개의 호스트와 4,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려면 management-medium-xlstorage로 설정합니다.

8개의 CPU, 24GB의 메모리 및 180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0개의 호스트와 10,000개의 가상 시

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려면 management-large로 설정합니다.

16개의 CPU, 32GB의 메모리 및 64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0개의 호스트와 10,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려면 management-large-lstorage로 설정합니다.

16개의 CPU, 32GB의 메모리 및 99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1,000개의 호스트와 10,000개의 가상 시스템

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하려면 management-large-xlstorage로 설정합니다.

16개의 CPU, 32GB의 메모리 및 187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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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new_vcsa 섹션, appliance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n 기본 크기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2,000개의 호스트와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를 배포하려면 management-xlarge로 설정합니다.

24개의 CPU, 48GB의 메모리 및 98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2,000개의 호스트와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려면 management-xlarge-lstorage로 설정합니다.

24개의 CPU, 48GB의 메모리 및 103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초대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최대 2,000개의 호스트와 35,000개의 가상 시스템

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

하려면 management-xlarge-xlstorage로 설정합니다.

24개의 CPU, 48GB의 메모리 및 191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

다.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려면 infrastructure로 설정합니

다.

2개의 CPU, 4GB의 메모리 및 6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image 문자열 선택 사항입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패키지의 로컬 파일 경로 또는 

URL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관리자는 vcsa 폴더에 있는 ISO 파일에 포함된 설치 패키지를 사용

합니다.

name 문자열 장치의 VM 이름입니다.

퍼센트 기호(%), 백슬래시(\) 또는 슬래시(/)를 제외하고 ASCII 문자만 포함해야 하며 

길이가 80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ovftool_path 문자열 선택 사항입니다. OVF Tool 실행 파일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관리자는 vcsa/ovftool 폴더에 있는 ISO 파일에 포함된 OVF 

Tool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표 2-12. new_vcsa 섹션, network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이름 유형 설명

ip_family 문자열 장치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IP 버전입니다.

ipv4 또는 ipv6으로 설정합니다.

mode 문자열 장치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IP 할당입니다.

static 또는 dhcp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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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new_vcsa 섹션, network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ip 문자열 장치의 IP 주소입니다.

정적 할당을 사용하는 경우, 즉 mode 매개 변수를 static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필요

합니다.

네트워크 IP 버전, 즉 ip.family 매개 변수의 값에 해당하는 IPv4 또는 IPv6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IPv4 주소는 RFC 790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IPv6 주소는 RFC 2373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dns_servers 문자열 또

는 어레이

DNS 서버 하나 이상의 IP 주소입니다.

DNS 서버를 두 개 이상 설정하려면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 목록 또는 쉼표로 구분된 

목록의 단일 문자열을 사용하여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x.y.z.a", "x.y.z.b"]

또는

"x.y.z.a, x.y.z.b"

정적 할당을 사용하는 경우, 즉 mode 매개 변수를 static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필요

합니다.

prefix 문자열 네트워크 접두사 길이입니다.

mode 매개 변수가 static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mode 매개 변수가 dhcp로 

설정된 경우에는 제거합니다.

네트워크 접두사 길이는 서브넷 마스크에 설정된 비트 수입니다. 예를 들어 서브넷 마

스크가 255.255.255.0인 경우 접두사 길이의 바이너리 버전에 24비트가 있으므로 네

트워크 접두사 길이는 24입니다.

IPv4 버전의 경우 값은 0에서 32 사이여야 합니다.

IPv6 버전의 경우 값은 0에서 128 사이여야 합니다.

gateway 문자열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입니다.

IPv6 버전의 경우 값은 default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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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new_vcsa 섹션, network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ports 문자열 (선택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직접 HTTP 연결에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

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80은 HTTPS 포트 443으로 요청을 리디렉션합니다. vCenter 

Server HTTP 및 HTTPS 포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HTTP 및 

HTTPS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미 vCenter Server에서 이미 사용 중인 포트 또

는 기본 HTTP 및 HTTPS 포트 80 및 443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지정 포트를 지정하는 옵션은 HTTP 포트의 경우 

"rhttpproxy.ext.port1":"port_number"이고 HTTPS 포트의 경우 

"rhttpproxy.ext.port2:"port_number"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HTTP 및 HTTPS 포트에 대해 포트 81 및 444를 지정합니다.

ports: {"rhttpproxy.ext.port1":"81", 
"rhttpproxy.ext.port2":"444"}

vCenter Server에서 사용 중인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필수 포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system_name 문자열 기본 네트워크 ID입니다.

IP 주소 또는 FQDN일 수 있으며 가능하면 FQD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포 후에는 이 매개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FQDN 및 점으로 구분된 10진수는 RFC 1123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2-13. new_vcsa 섹션, os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이름 유형 설명

password 문자열 장치 운영 체제의 루트 사용자 암호입니다.

암호에는 8~20자를 포함해야 하며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예: 달러 기호

($), 해시 키(#), 앳 기호(@), 마침표(.) 또는 느낌표(!))를 하나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문자는 공백 없는 소문자 ASCII 문자여야 합니다.

ntp_servers 문자열 또

는 어레이

선택 사항입니다. 시간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는 NTP 서버 하나 이상의 호스트 이름 또

는 IP 주소입니다.

NTP 서버를 두 개 이상 설정하려면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 목록을 사용하거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단일 문자열로 사용하여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

다.

["x.y.z.a", "x.y.z.b"]

또는

"x.y.z.a, x.y.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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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new_vcsa 섹션, os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ssh_enable 부울 SSH 관리자가 장치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참고   vCenter Server Appliance 고가용성을 사용하려면 장치에 대한 원격 SSH 액

세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time_tools_sync 부울 선택 사항입니다. VMware Tools 시간 동기화를 사용하여 장치를 배포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VMware Tools는 장치의 시간을 ESXi 호스트의 시간과 동기화합니다.

시간 동기화를 위해 NTP 서버를 설정한 경우, 즉 ntp.servers 매개 변수를 설정한 경

우에는 무시됩니다.

표 2-14. new_vcsa 섹션, sso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이름 유형 설명

password 문자열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사용자인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의 

암호입니다.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첫 번째 

인스턴스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사용자의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에는 8~20자를 포함해야 하며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예: 달러 기

호($), 해시 키(#), 앳 기호(@), 마침표(.) 또는 느낌표(!))를 하나 이상 사용해야 합

니다. 모든 문자는 ASCII 문자여야 합니다.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복

제 파트너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사용자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

는 경우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vCenter Single Sign-On 관리

자 사용자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domain_name 문자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 이름(예: vsphere.local)입니다.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첫 번째 

인스턴스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이름을 설

정해야 합니다.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복제 

파트너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이름을 제

공해야 합니다.

first_instance 부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

시키려면 false로 설정합니다.

가입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는 해당 인프라 데이터를 복제하며 고

급 연결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관리"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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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new_vcsa 섹션, sso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이름 유형 설명

platform_services_cont
roller

문자열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스템 이름입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plication_partner_ho
stname

문자열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스템 이름입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복제 

파트너로 배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sso_port 정수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HTTPS 역방향 프록시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는 443입니다. 파트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사용자 지정 

HTTPS 역방향 프록시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site_name 문자열 vCenter Single Sign-On 이름.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참고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에 대해 고급 연결 모드 지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Default-First-Site를 첫 

번째 인스턴스의 사이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ceip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표 2-15. ceip 섹션, settings 하위 섹션의 구성 매개 변수

이름 유형 설명

ceip_enabled 부울 이 장치에 대해 CEIP에 참여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CLI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
CL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자동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 배포는 장치를 배포하려는 대상 네트워크에 있는 Windows, Linux 또는 

Mac 시스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n CLI 배포에 필요한 JSON 구성 파일 준비.

n CLI 배포 명령 구문을 검토하십시오.

n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경로 및 JSON 

구성 파일의 경로를 확인하고, JSON 구성 파일의 문자열 값에 ASCII 문자만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확장 ASCII 및 ASCII가 아닌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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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indows 10보다 오래된 버전의 Windows에서 이 유틸리티를 실행하려면 Visual C++ 재배포 가능 라

이브러리 버전 14.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의 Microsoft 설치 관리자는 

vcsa-cli-installer/win32/vcredist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절차

1 운영 체제의 vcsa-cli-installer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n Windows OS에서 배포를 실행하는 경우 vcsa-cli-installer\win32 디렉토리로 이동합니

다.

n Linux OS에서 배포를 실행하는 경우 vcsa-cli-installer/lin64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n Mac OS에서 배포를 실행하는 경우 vcsa-cli-installer/mac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2 (선택 사항) 장치를 배포하지 않고 사전 배포 검사를 실행하여 배포 템플릿이 올바르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csa-deploy install --precheck-only path_to_the_json_file

3 배포 명령을 실행합니다.

vcsa-deploy install --accept-eula --acknowledge-ceip 
optional_argumentspath_to_the_json_file

optional_arguments를 사용하여 배포 명령의 추가 실행 매개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공백으로 구분된 

인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 관리자가 생성하는 로그 및 기타 출력 파일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vcsa-deploy install --accept-eula --acknowledge-ceip --log-
dir=path_to_the_locationpath_to_the_json_file

CLI 배포 명령 구문
명령 인수를 사용하여 배포 명령의 실행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백으로 구분된 인수 목록을 CLI 배포 명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vcsa-deploy install path_to_the_json_filelist_of_arguments

인수 설명

--accept-eula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합니다.

배포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acknowledge-ceip 사용자가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확인

했음을 확인합니다.

JSON 배포 템플릿에 ceip.enabled 매개 변수가 true로 설정

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v, --verbose 콘솔 출력에 디버그 정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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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설명

-t, --terse 콘솔 출력을 숨깁니다. 주의와 오류 메시지만 표시합니다.

--log-dirLOG_DIR 로그 및 기타 출력 파일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skip-ovftool-verification JSON 파일에 있는 구성 매개 변수에 대한 기본 확인을 수행하

고 장치를 배포합니다. OVF Tool 매개 변수에 대한 확인을 수

행하지 않습니다.

--no-esx-ssl-verify ESXi 연결에 대한 SSL 확인을 건너뜁니다.

중요   대상 ESXi 호스트의 검증되지 않은 ID 때문에 배포 중이

나 배포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옵션은 사용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no-ssl-certificate-verification 모든 서버 연결에 대한 보안 인증서 확인을 건너뜁니다.

--operation-idOPERATION_ID 설치 작업을 추적하는 작업 ID를 제공합니다.

--pause-on-warnings 주의를 확인할 때까지 일시 중지하고 기다립니다.

--verify-template-only JSON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에 대한 기본 템플릿 확인을 수행

합니다. 장치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precheck-only 기본 템플릿 확인 및 OVF Tool 매개 변수 확인만 수행합니다. 

장치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sso-ssl-thumbprintSSL-SHA1-THUMBPRINT 제공된 SHA1 지문에 대해 서버 인증서를 검증합니다.

-h, --help vcsa-deploy install 명령에 대한 도움말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template-help JSON 배포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 사용에 대한 도움말 메시지

를 표시합니다.

실행을 마치면 명령의 종료 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료 코드 설명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실행됨

1 런타임 오류

2 유효성 검사 오류

3 템플릿 오류

CLI를 사용하여 여러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배포
CL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여러 인스턴스의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동시에(배치 모드)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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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스턴스를 동시에 배포하려면 배포에 포함되는 모든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대한 JSON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CLI 설치 관리자는 JSON 템플릿을 사

용하여 배포 토폴로지를 평가하고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JSON 템플릿은 배포에 포함되고 상

호 종속된 모든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정적 IP 주소를 사용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공통된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2개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   각 장치에 대해 생성하는 JSON 템플릿은 정적 IP 주소를 사용하여 배포에 포함되고 종속성을 갖는 

다른 장치의 네트워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 배포를 수행하려면 배포를 정의하는 JSON 템플릿을 모두 하나의 디렉토리에 배치합니다. 호출되면 

CLI 설치 관리자가 JSON 템플릿에 정의된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기존 배포를 배포합니다.

절차

1 작업 공간에서 배치 배포를 위한 JSON 파일을 포함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MyWorkspace/
BatchDeploy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각 JSON 구성 파일을 준비하고 해당 파일을 배치 배포 폴더에 복사합니다. JSON 파일 구성에 대한 지

침은 CLI 배포에 필요한 JSON 구성 파일 준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 운영 체제의 vcsa-cli-installer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n Windows OS에서 배포를 실행하는 경우 vcsa-cli-installer\win32 디렉토리로 이동합니

다.

n Linux OS에서 배포를 실행하는 경우 vcsa-cli-installer/lin64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n Mac OS에서 배포를 실행하는 경우 vcsa-cli-installer/mac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4 (선택 사항) 장치를 배포하지 않고 사전 배포 검사를 실행하여 배포 템플릿이 올바르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

vcsa-deploy install --precheck-only MyWorkspace/BatchDeploy

5 배포 명령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vcsa-deploy install --accept-eula --acknowledge-ceip optional_argumentsMyWorkspace/
BatchDeploy

optional_arguments를 사용하여 배포 명령의 추가 실행 매개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공백으로 구분된 

인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 관리자가 생성하는 로그 및 기타 출력 파일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vcsa-deploy install --accept-eula --acknowledge-ceip --log-
dir=path_to_the_locationMyWorkspace/BatchDe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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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3
Microsoft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내장된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여 vSphere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Windows용 vCenter Server는 vSphere의 이번 릴리스에서 사용 중단되었으며 향후 릴리스에서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면 새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거나 현재 

Windows용 vCenter Server 설치를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관리자 ISO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수행할 Windows 호스트 

시스템에 마운트한 다음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vCenter Server의 Windows 설치는 내장된 PostreSQL 데이터베이스 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해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for Windows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vCenter Server 설치 시 필요한 입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Windows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을(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된 토폴로지에서는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메인 내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

턴스의 배포를 완료한 후에는 공통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여러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동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한 후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만 vCenter Server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ingle Sign-On에 추가 사용자 및 그룹이 정의되는 ID 소스를 추가합니다.

n 사용자 및 그룹에 역할을 할당하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ID 소스 추가 및 사용자 및 그룹에 사용 권한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관

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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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는 혼합 IPv4 및 IPv6 환경을 지원합니다. IPv6 주소 버전을 사용하도록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설정하려면 호스트 시스템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

을 사용해야 합니다. IPv4 주소를 설정하려면 DHCP에 의해 할당된 경우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호

스트 시스템의 FQDN 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vCenter Server for Windows 요구 사항

n Windows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준비

n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Windows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

n Windows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vCenter Server for Windows 요구 사항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서 vCenter Server를 설치하려면 시스템이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vCenter Server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려는 가상 시스템의 클럭을 동기화합니다. 

vSphere 네트워크에서 클럭 동기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물리적 서버 또는 가상 시스템의 DNS 이름이 실제 전체 시스템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n vCenter Server를 설치할 물리적 서버 또는 가상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이 RFC 1123 지침을 준수하는

지 확인합니다..

n vCenter Server를 설치하려는 시스템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n 로컬 시스템 계정 이외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서비스를 실행하려는 경우 사용자 

계정에 다음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관리자 그룹의 멤버

n 서비스로 로그온

n 운영 체제의 일부로 작동(사용자가 도메인 사용자인 경우)

참고   vSphere 6.5부터는 vCenter Server 서비스가 VMware Service Lifecycle Manager 서비스의 

하위 프로세스로 실행됩니다.

n vCenter Server를 설치할 물리적 서버 또는 가상 시스템의 로컬 정책이 새 로컬 사용자에게 배치 작업

으로 로그온 권한을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vSphere 6.5부터 일부 vCenter Server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생성되고 로컬 보안 정책 배치 작

업으로 로그온에 추가된 별도의 로컬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새 로컬 사용자는 cm, content-
library, eam, imagebuilder, mbcs, netdumper, perfcharts, rbd, vapiEndpoint, vmware-

vpostgres, vsan-health, vsm, vsphere-client, vsphere-ui입니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VMware, Inc. 79



n vCenter Server설치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도메인이 아니라 작업 그룹에 속하는 경우 일부 기능은 

vCenter Server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그룹에 할당된 vCenter Server 시스템에서는 일부 기

능을 사용할 때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도메인 및 시스템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설치 후 

Active Directory ID 소스를 추가하려면 호스트 시스템을 도메인에 연결해야 합니다.

n LOCAL SERVICE 계정이 vCenter Server가 설치되는 폴더와 HKLM 레지스트리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n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와 도메인 컨트롤러 간의 연결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설
치 전 검사
Windows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할 때 설치 관리자

가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충

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사전 검사를 수행하고 외부 데이터베이스(있는 경우)에 성공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

는지 확인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내장된 인스턴스 또는 외부 인스턴스로 설치할 때 vCenter Single Sign-

On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일부로 설치됩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

는 동안 설치 관리자는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서버 도메인에 가입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동안 설치 관리자는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서버 도메인에 가입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설치 관리자는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호스트 이름 및 암호를 확인하고, 설치 프로세

스를 진행하기 전에 제공된 vCenter Single Sign-On 서버의 세부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전 검사기는 환경의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해 검사를 수행합니다.

n Windows 버전

n 최소 프로세서 요구 사항

n 최소 메모리 요구 사항

n 최소 디스크 공간 요구 사항

n 선택한 설치 및 데이터 디렉토리에 대한 사용 권한

n 내부 및 외부 포트 가용성

n 외부 데이터베이스 버전

n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

n Windows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

n 입력한 자격 증명

또한 설치 전 검사 기능을 통해 범용 C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됩니다. 이는 Windows 운영 체제에

서 CRT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구성 요소입니다. 범용 C 런타임이 설

치되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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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하드웨어 요구 사항 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하
드웨어 요구 사항
Microsoft Windows를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이나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특정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한 가상 시스템이나 물리적 서버 또는 다른 가상 시스템이나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를 설치할 때에는 동일한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합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할 때에는 먼

저 한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모든 필수 서비스가 포함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한 

다음 다른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구성 요소를 설치해야 합니

다.

참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한 vCenter Server 설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표 3-1. Windows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권장 하드웨
어 요구 사항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매우 작은 환

경(최대 10개

의 호스트, 

100개의 가상 

시스템)을 위

한 내장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작은 환경(최

대 100개의 

호스트, 

1,000개의 가

상 시스템)을 

위한 내장 또

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보통 환경(최

대 400개의 

호스트, 

4,000개의 

가상 시스템)

을 위한 내장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큰 환경(최대 

1,000개의 호

스트, 10,000

개의 가상 시

스템)을 위한 

내장 또는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초대형 환경(최대 

2,000개의 호스

트,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을 위

한 내장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

는 vCenter 
Server

CPU 수 2 2 4 8 16 24

메모리 4GB RAM 10GB RAM 16GB RAM 24GB RAM 32GB RAM 48GB RAM

참고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512개 이상의 LUN과 2,048개 이상의 경로를 포함하는 ESXi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대형 또는 초대형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하드웨어 요구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와 

vCenter Server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경우 vCenter Server 요구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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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스
토리지 요구 사항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이 최소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폴더당 스토리지 요구 사항은 설치하도록 결정하는 배포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설치 중에 기본 

C:\Program Files\VMware 폴더가 아닌 폴더를 선택하여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C:\ProgramData\VMware\vCenterServer\ 폴더가 아

닌 폴더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표 3-2. 배포 모델에 따른 vCenter Server 최소 스토리지 요구 사항

기본 폴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vCenter 
Server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Program Files 6GB 6GB 1GB

ProgramData 8GB 8GB 2GB

시스템 폴더(MSI 설치 관리자 

캐시)

3GB 3GB 1GB

Windows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소
프트웨어 요구 사항
운영 체제가 vCenter Server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를 사용하려면 64비트 운영 체제가 필요하며 vCenter Server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연

결되려면 64비트 시스템 DSN이 필요합니다.

vCenter Server가 지원하는 가장 이전의 Windows Server 버전은 Windows Server 2008 SP2입니다. 

Windows Server에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의 전체 목록은 

기술 자료 문서 KB 2091273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Windows에 Universal C Runtime에 대한 

Microsoft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에서 Universal C Runtime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의 vCenter Server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
vCenter Server에는 서버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직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각 vCenter Server 인스턴스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최대 20개의 호스트와 200개의 가

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의 경우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가 설치하고 vCenter Server 설치 동안 설정

할 수 있는 번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설치의 경우 환경의 크기에 맞

는 지원되는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vCenter Server 설치 중에 내장형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도록 선택하거나 vCenter Server 시스템을 기존

의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지정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는 Oracle 및 Microsoft SQL Server 데이

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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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http://

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im/interop_matrix.php)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필수 포트
Windows와 장치의 vCenter Server 시스템은 모든 관리 호스트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vSphere Client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 호스트 간에 마이그레

이션 및 프로비저닝 작업이 가능하려면 소스 및 대상 호스트가 상호간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는 사전 결정된 TCP 및 UDP 포트를 통해 액세스됩니다. 방화벽 외부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경우 적절한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다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에서 지원되는 모든 포트 및 프로토콜 목록은 https://ports.vmware.com/에서 VMware 

Ports and Protocols Tool™을 참조하십시오.

설치 중 포트가 사용 중이거나 거부 목록을 사용하여 차단된 경우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가 오류 메

시지를 표시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려면 다른 포트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VMware는 지정된 포트를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또한 관리 호스트는 지정된 포트에서 vCenter Server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들 요소 사이에 기본 제공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관리자가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포트를 엽니다. 사용자 지정 방화벽의 경우 필요한 포트를 수동으로 열어야 합

니다. 두 관리 호스트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또는 복제 등의 소스 또는 타겟 작업을 수행

하려면 관리 호스트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른 포트를 사용하여 vSphere Client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vCenter Server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방화벽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보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에서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DNS 
요구 사항
다른 네트워크 서버와 마찬가지로 고정 IP 주소와 잘 알려진 DNS 이름이 있는 호스트 시스템에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시스템을 호스팅할 Windows 서버에 정적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을 할당합니다. 이 IP 주

소는 (내부) DNS(Domain Name System)에 등록된 유효한 주소여야 합니다.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할 때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호스트 시스템의 FQDN(정규

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정적 IP를 제공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은 FQD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vCenter Server가 설치된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로 쿼리할 경우 DNS 역방향 조회에서 FQDN을 반환하

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설치 관리자가 IP 주소에서 vCenter 

Server 호스트 시스템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vSphere Web Client를 지원하는 

웹 서버 구성 요소의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가 실패합니다. 역방향 조회는 PTR 기록을 사용하여 실행됩니

다.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대해 FQDN을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FQDN이 확인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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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lookup 명령을 사용하면 IP 주소로 쿼리했을 때 DNS 역방향 조회 서비스가 FQDN을 반환하는지 검사

하여 FQDN이 확인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lookup -nosearch -nodefname FQDN_or_IP_address

vCenter Server에 정적 IP 주소 대신 DHCP를 사용하는 경우 vCenter Server 컴퓨터 이름이 DNS(도메인 

이름 서비스)에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 이름을 ping할 수 있다면 DNS에서 이름이 업데

이트된 것입니다.

ESXi 호스트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vCenter Server와 모든 vSphere Web Client 인스턴스의 DNS 확인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vCenter Server에서 모든 ESXi 호스트와 모든 vSphere Web Client의 

DNS 확인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vSphere Client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vSphere Client를 사용하려면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VMware에서는 vSphere Client에서 다음 게스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버전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해

당 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게스트 운영 체제

n Windows 32비트 및 64비트

n Mac OS

지원되는 브라우저 버전

n Google Chrome 89 이상

n Mozilla Firefox 80 이상

n Microsoft Edge 90 이상

참고   이러한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해 테스트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Windows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준비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려면 먼저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ISO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려는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마운트해야 합니다.

외부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베이

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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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용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Windows용 vCenter Server 및 관련 vCenter Server 구성 요소와 지원 도구의 .iso 설치 관리자를 다운

로드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https://my.vmware.com/web/vmware/에서 Customer Connect 계정을 생성합니다.

절차

1 VMware Customer Connect에 로그인합니다.

2 제품 및 계정 > 모든 제품으로 이동합니다.

3 VMware vSphere를 찾고 다운로드 구성 요소 보기를 클릭합니다.

4 버전 선택 드롭다운에서 VMware vSphere 버전을 선택합니다.

5 VMware vCenter Server 버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6 Windows용 vCenter Server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7 MD5 체크섬 도구를 사용하여 md5sum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8 ISO 이미지를 Windows용 vCenter Server를 설치하려는 물리적 서버 또는 Windows 가상 시스템에 

마운트합니다.

설치를 위해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
vCenter Server에는 서버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직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Windows에서 vCenter 

Server를 사용할 경우, vCenter Server와 함께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번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vCenter Server는 Oracle 및 Microsoft SQL Server를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지원합니다.

수동으로 또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이름 사

용자는 특정 사용 권한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호스트에 그리고 

vCenter Server Appliance에 일반 텍스트로 저장됩니다. 암호가 포함된 파일은 운영 체제 보호를 통해 보

호되므로 이러한 파일에 액세스하고 이러한 파일을 읽으려면 Windows 로컬 관리자 또는 Linux 루트 사용

자여야 합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서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키마 개체 개념이 사용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스키

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단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여러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전용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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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를 설치하고 이전의 외부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킬 수 없습니다. 이전의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해

야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업그레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구성 참고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한 후 특수한 구성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 3-3. vCenter Server에서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용 구성 참고는 Windows용 vCenter Server에서 지

원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아닙니다. vCenter Server에서 지원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버전과 서

비스 팩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제품 상호 운영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상호 운용

성 매트릭스에 나와 있지 않은 특수 데이터베이스 구성 참고만 표 3-3. vCenter Server에서 지원되는 데이

터베이스용 구성 참고에서 제공됩니다.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에는 UTF 코드 집합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은 DBA에 문의하십시오.

표 3-3. vCenter Server에서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용 구성 참고

데이터베이스 유형 구성 참고

내장형 PostgreSQL vCenter Server 6.7의 경우 번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20개의 호스트와 200개의 가

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중요   내장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Windows에서 vCenter Server를 제거

하면 내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제거되고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Microsoft SQL Server 
2012 SP3

시스템에 유효한 ODBC DSN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2014 SP2

시스템에 유효한 ODBC DSN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11g 및 Oracle 12c 시스템에 유효한 ODBC DSN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설치를 완료한 후 최신 패치를 Oracle 클라이언트 및 서버에 적용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구성
vCenter Server 저장소용으로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vCenter Server에서 작동하도

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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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를 설치할 동일한 시스템에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또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시스템에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

먼저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dbo schema 및 

dbo_owner 역할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역할을 생성하여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할당합니다.

2 (선택 사항)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개체 생성 

이 항목에서는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를 통해 데이터 개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대신 데이터베

이스 개체를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 SQL Server ODBC 연결 구성

vCenter Server에 대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하고 구성한 후에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할 시스템에 64비트 DSN을 생성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동안 DSN

은 vCenter Server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4 JDBC를 위한 Microsoft SQL Server TCP/IP 구성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TCP/IP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고 동적 포트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면 JDBC 연결은 닫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연결이 닫혀 있으면 vCenter Server 통계가 

오작동합니다. JDBC를 위한 서버 TCP/I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

먼저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dbo schema 및 

dbo_owner 역할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역할을 생성하여 vCenter Server 데

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할당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sysadmin(SA) 계정 또는 sysadmin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으로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에 로그인합니다.

dbo 스키마 및 db_owner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할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db_owner 데이터

베이스 역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dbo_owner 데이터

베이스 역할을 사용하고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가 이 역할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사용 권한을 할당

하는 기본 dbo 스키마를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에 대

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

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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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패키지에는 vCenter-
Server\dbschema\DB_and_schema_creation_scripts_PostgreSQL.txt 파일에 예제 스크립트

가 들어 있습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a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b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생성하고 vCenter Server 및 msdb 데이터베이스에 매

핑합니다.

예를 들어 VCDB 데이터베이스 및 vpxuser 사용자를 생성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

습니다.

use master
go 
CREATE DATABASE VCDB ON PRIMARY 
(NAME = N'vcdb', FILENAME = N'C:\database_path\VCDB.mdf', SIZE = 10MB, FILEGROWTH = 10% ) 
LOG ON 
(NAME = N'vcdb_log', FILENAME = N'C:\database_path\VCDB.ldf', SIZE = 1000KB, FILEGROWTH = 
10%) 
COLLATE SQL_Latin1_General_CP1_CI_AS 
go
use VCDB 
go 
CREATE LOGIN vpxuser WITH PASSWORD=N'vpxuser!0', DEFAULT_DATABASE=VCDB, 
DEFAULT_LANGUAGE=us_english, CHECK_POLICY=OFF
go 
CREATE USER vpxuser for LOGIN vpxuser
go
use MSDB
go
CREATE USER vpxuser for LOGIN vpxuser
go

이제 vCenter Server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2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msdb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에게 db_owner 역할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vpxuser 사용자에게 db_owner 역할을 할당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use VCDB
go
sp_addrolemember @rolename = 'db_owner', @membername = 'vpxus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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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MSDB
go
sp_addrolemember @rolename = 'db_owner', @membername = 'vpxuser'
go

3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vpxuser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크기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스

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use master
go
grant VIEW SERVER STATE to vpxuser
go
GRANT VIEW ANY DEFINITION TO vpxuser
go

결과

vCenter Server를 설치하면 설치 관리자가 기본 dbo 스키마를 사용하여 db_owner 역할에 사용 권한을 

할당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역할을 생성하여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
경험이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면 db_owner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사용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스

키마 및 역할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용 권한을 설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을 보다 효

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

해 사용자 지정 스키마 및 새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 사용 권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패키지에는 vCenter-
Server\dbschema\DB_and_schema_creation_scripts_PostgreSQL.txt 파일에 예제 스크립트

가 들어 있습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a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b vCenter Server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생성하고 vCenter Server 및 msdb 데이터베이스에 매

핑합니다.

예를 들어 VCDB 데이터베이스 및 vpxuser 사용자를 생성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

습니다.

use master
go 
CREATE DATABASE VCDB ON PRIMARY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VMware, Inc. 89



(NAME = N'vcdb', FILENAME = N'C:\database_path\VCDB.mdf', SIZE = 10MB, FILEGROWTH = 10% ) 
LOG ON 
(NAME = N'vcdb_log', FILENAME = N'C:\database_path\VCDB.ldf', SIZE = 1000KB, FILEGROWTH = 
10%) 
COLLATE SQL_Latin1_General_CP1_CI_AS 
go
use VCDB 
go 
CREATE LOGIN vpxuser WITH PASSWORD=N'vpxuser!0', DEFAULT_DATABASE=VCDB, 
DEFAULT_LANGUAGE=us_english, CHECK_POLICY=OFF
go 
CREATE USER vpxuser for LOGIN vpxuser
go
use MSDB
go
CREATE USER vpxuser for LOGIN vpxuser
go

이제 vCenter Server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2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한 후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

용자에게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VCDB에 VMW 스키마를 생성한 후 vpxuser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use VCDB
CREATE SCHEMA VMW
go
ALTER USER vpxuser WITH DEFAULT_SCHEMA =VMW

3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VC_ADMIN_ROLE 및 VC_USER_ROLE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생

성하고 권한을 부여한 후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VCDB에 역할을 생성한 후 vpxuser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use VCDB
go
if not exists (SELECT name FROM sysusers WHERE issqlrole=1 AND name = 'VC_ADMIN_ROLE')
CREATE ROLE VC_ADMIN_ROLE;
GRANT ALTER ON SCHEMA :: VMW to VC_ADMIN_ROLE;
GRANT REFERENCES ON SCHEMA :: VMW to VC_ADMIN_ROLE;
GRANT INSERT ON SCHEMA ::  VMW to VC_ADMIN_ROLE;

GRANT CREATE TABLE to VC_ADMIN_ROLE;
GRANT CREATE VIEW to VC_ADMIN_ROLE;
GRANT CREATE Procedure to VC_ADMIN_ROLE;

if not exists (SELECT name FROM sysusers WHERE issqlrole=1 AND name = 'VC_USER_ROLE')
CREATE ROLE VC_USER_ROLE
go
GRANT SELECT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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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INSERT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o
GRANT DELETE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o
GRANT UPDATE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o
GRANT EXECUTE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o
sp_addrolemember VC_USER_ROLE , vpxuser
go
sp_addrolemember VC_ADMIN_ROLE , vpxuser
go

4 msdb 데이터베이스에 VC_ADMIN_ROLE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한 후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을 생성한 후 vpxuser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use MSDB
go
if not exists (SELECT name FROM sysusers WHERE issqlrole=1 AND name = 'VC_ADMIN_ROLE')
CREATE ROLE VC_ADMIN_ROLE;
go
GRANT SELECT on msdb.dbo.syscategories to VC_ADMIN_ROLE
go
GRANT SELECT on msdb.dbo.sysjobsteps to VC_ADMIN_ROLE
go
GRANT SELECT ON msdb.dbo.sysjobs to VC_ADMIN_ROLE
go
GRANT SELECT ON msdb.dbo.sysjobs_view to VC_ADMIN_ROLE
go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 TO VC_ADMIN_ROLE
go
GRANT EXECUTE ON msdb.dbo.sp_delete_job TO VC_ADMIN_ROLE
go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step TO VC_ADMIN_ROLE
go
GRANT EXECUTE ON msdb.dbo.sp_update_job TO VC_ADMIN_ROLE
go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server TO VC_ADMIN_ROLE
go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schedule TO VC_ADMIN_ROLE
go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category TO VC_ADMIN_ROLE
go
sp_addrolemember VC_ADMIN_ROLE , vpxuser
go

참고   msdb 데이터베이스의 VC_ADMIN_ROLE 역할은 vCenter Serve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중에만 

필요합니다.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를 수행한 후에는 이 역할을 해지하고 향후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기 

위해 비활성 상태로 두거나, 보안 강화를 위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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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vpxuser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크기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스

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use master
go
grant VIEW SERVER STATE to vpxuser
go
GRANT VIEW ANY DEFINITION TO vpxuser
go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개체 생성

이 항목에서는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를 통해 데이터 개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 및 msdb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한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사용

하여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세션에 로그인합니다.

2 vCenter Server 설치 패키지에서 vCenter-Server/dbschema 디렉토리에 있는 dbschema 스크립

트를 찾습니다.

3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사용하여 VCDB_mssql.SQL 및 

TopN_DB_mssql.sql 파일을 열고 $schema를 모두 귀하의 스키마 이름으로 바꿉니다.

4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사용하여 VCDB_views_mssql.sql 파일을 열고 모

든 ; 다음에 새 줄을 추가하고 go를 씁니다.

5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순서대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DBO 사용자는 이러한 스크립트로 만든 개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에서 스크립트를 다음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열고 F5 키를 눌러 각 스크립트

를 실행합니다.

a VCDB_mssql.SQL

b insert_stats_proc_mssql.sql

c load_stats_proc_mssql.sql

d purge_stat2_proc_mssql.sql

e purge_stat3_proc_mssql.sql

f purge_usage_stats_proc_mssql.sql

g stats_rollup1_proc_mssql.sql

h stats_rollup2_proc_mssql.sql

i stats_rollup3_proc_mssql.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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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leanup_events_mssql.sql

k delete_stats_proc_mssql.sql

l upsert_last_event_proc_mssql.sql

m load_usage_stats_proc_mssql.sql

n TopN_DB_mssql.sql

o calc_topn1_proc_mssql.sql

p calc_topn2_proc_mssql.sql

q calc_topn3_proc_mssql.sql

r calc_topn4_proc_mssql.sql

s clear_topn1_proc_mssql.sql

t clear_topn2_proc_mssql.sql

u clear_topn3_proc_mssql.sql

v clear_topn4_proc_mssql.sql

w rule_topn1_proc_mssql.sql

x rule_topn2_proc_mssql.sql

y rule_topn3_proc_mssql.sql

z rule_topn4_proc_mssql.sql

aa process_license_snapshot_mssql.sql

ab l_stats_rollup3_proc_mssql.sql

ac l_purge_stat2_proc_mssql.sql

ad l_purge_stat3_proc_mssql.sql

ae l_stats_rollup1_proc_mssql.sql

af l_stats_rollup2_proc_mssql.sql

ag VCDB_views_mssql.sql

6 (선택 사항)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상태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a job_dbm_performance_data_mssql.sql

b process_performance_data_mssql.sql

7 지원되는 모든 버전의 Microsoft SQL Server(Microsoft SQL Server Express 제외)에 대해 스크립트

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스케줄링된 작업을 설정합니다.

다음 스크립트는 SQL Server Agent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a job_schedule1_mssql.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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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ob_schedule2_mssql.sql

c job_schedule3_mssql.sql

d job_cleanup_events_mssql.sql

e job_topn_past_day_mssql.sql

f job_topn_past_week_mssql.sql

g job_topn_past_month_mssql.sql

h job_topn_past_year_mssql.sql

8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단계 5에서 생성한 모든 

절차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절차에 대한 실행 권한을 vpxuser 사용자에게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grant execute on insert_stats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purge_stat2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purge_stat3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purge_usage_stat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stats_rollup1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stats_rollup2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stats_rollup3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leanup_events_tasks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delete_stats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upsert_last_event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load_usage_stats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load_stats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alc_topn1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alc_topn2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alc_topn3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alc_topn4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lear_topn1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lear_topn2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lear_topn3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clear_topn4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rule_topn1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rule_topn2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rule_topn3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rule_topn4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process_license_snapshot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l_stats_rollup3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l_purge_stat2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l_purge_stat3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l_stats_rollup1_proc to vpxuser
grant execute on l_stats_rollup2_proc to vpx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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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에서 process_performance_data_mssql.sql 스크립트를 실행한 경우 vCenter Server 데이터

베이스에 다음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grant execute on process_performance_data_proc to vpxuser

결과

vCenter Server 테이블을 수동으로 생성했습니다.

참고   vCenter Server 설치 중에 데이터베이스 재초기화 주의 메시지가 나타나면 덮어쓰지 않고 기존 데

이터베이스 유지를 선택하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SQL Server ODBC 연결 구성

vCenter Server에 대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하고 구성한 후에는 vCenter Server

를 설치할 시스템에 64비트 DSN을 생성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동안 DSN은 vCenter 

Server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vCenter Server에 대해 SQL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모든 시스템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SQL Server ODBC 연결 구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Microsoft SQL ODBC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SQL Native Client 버전 10 또는 11을 배포합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를 설치할 시스템에서 시작 > 관리 도구 > 데이터 원본(ODBC)을 선택합니다.

2 시스템 DSN 탭에서 기존 항목을 수정하거나 새 SQL Server ODBC 연결을 생성합니다.

n 기존 SQL Server ODBC 연결을 수정하려면 시스템 데이터 소스 목록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구성

을 클릭합니다.

중요   기존 DSN은 SQL Native Client 버전 10 또는 11을 사용해야 합니다.

n 새 SQL Server ODBC 연결을 생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SQL Native Client를 선택한 다음 마

침을 클릭합니다.

3 이름 텍스트 상자에 ODBC DSN(데이터 소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VMware vCenter Server를 입력합니다.

4 (선택 사항) 설명 텍스트 상자에 ODBC DSN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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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 텍스트 상자에 SQL Server의 IP 주소나 FQDN을 입력하고, 기본값이 아닌 포트를 사용하여 

SQL Server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지정 포트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SQL Server의 IP 주소가 10.160.10.160이고 사용자 지정 포트 8347을 사용하여 서버에 액

세스하려면 10.160.10.160,8347을 입력합니다.

참고   DSN을 생성하는 데 데이터베이스 별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n Windows 통합 인증.

또한 SPN(서비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vCenter Server 서비스가 Microsoft Windows 기본 제공 시스템 계정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SQL Server 인증.

SQL Server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7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다음으로 변경 메뉴에서 앞서 vCenter Server 시스템용으로 생성한 데이터베이

스를 선택합니다.

8 마침을 클릭합니다.

9 데이터 소스 테스트를 선택하고 ODBC Microsoft SQL Server 설정 메뉴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데이

터 소스를 테스트합니다.

10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SQL Agent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JDBC를 위한 Microsoft SQL Server TCP/IP 구성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TCP/IP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고 동적 포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JDBC 연결은 닫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연결이 닫혀 있으면 vCenter Server 통계가 오작동합

니다. JDBC를 위한 서버 TCP/I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원격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적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vCenter Server

와 같은 시스템에 있으면 이 작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절차

1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구성 도구 > SQL Server 구성 관리자를 선택합니

다.

2 SQL Server 네트워크 구성 > Instance name에 대한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3 TCP/IP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4 TCP/IP 속성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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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토콜 탭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용 예 

모두 수신 예 

연결 유지 30000

6 IP 주소 탭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활성 예 

TCP 동적 포트 0

7 SQL Server 구성 관리자 > SQL Server 서비스에서 SQL Serv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8 SQL Server 구성 관리자 > SQL Server 서비스에서 SQL Server 브라우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성
vCenter Server 저장소용으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vCenter Server에서 작동하도록 데이

터베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할 동일한 시스템에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시스템에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 Oracle 데이터베이스 준비

vCenter Server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특정 테이블스페이스와 권한이 있는 데이터

베이스 및 특정 사용 권한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2 (선택 사항)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가 설치 중에 스키마를 생성합니다.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스키마 생성을 

더욱 세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경험 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데

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 생성

Oracle ODBC DSN을 구성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vCenter Server 테이블스페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 이

름을 생성해야 합니다.

4 Oracle ODBC 연결 구성

vCenter Server에 대해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하고 구성한 후에는 vCenter Server

를 설치할 시스템에 64비트 DSN을 생성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동안 DSN은 

vCenter Server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vCenter Server Oracle 데이터베이스 준비

vCenter Server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특정 테이블스페이스와 권한이 있는 데이터베이

스 및 특정 사용 권한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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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vCenter Server용 테이블스페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게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패키지에는 vCenter-
Server\dbschema\DB_and_schema_creation_scripts_PostgreSQL.txt 파일에 예제 스크립트

가 들어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여 SQL*Plus 세션에 로그인합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용 테이블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스페이스 VPX를 생성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CREATE SMALLFILE TABLESPACE "VPX" DATAFILE 'C:\database_path\vpx01.dbf'
SIZE 1G AUTOEXTEND ON NEXT 10M MAXSIZE UNLIMITED LOGGING EXTENT MANAGEMENT LOCAL SEGMENT 
SPACE MANAGEMENT AUTO;

2 vCenter Server에 대한 올바른 사용 권한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VPXADMIN 사용자를 생성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CREATE USER "VPXADMIN" PROFILE "DEFAULT" IDENTIFIED BY "oracle" DEFAULT TABLESPACE "VPX" 
ACCOUNT UNLOCK;
grant connect to VPXADMIN;
grant resource to VPXADMIN;
grant create view to VPXADMIN;
grant create sequence to VPXADMIN;
grant create table to VPXADMIN;
grant create materialized view to VPXADMIN;
grant execute on dbms_lock to VPXADMIN;
grant execute on dbms_job to VPXADMIN;
grant select on dba_lock to VPXADMIN;
grant select on dba_tablespaces to VPXADMIN;
grant select on dba_temp_files to VPXADMIN;
grant select on dba_data_files to VPXADMIN;
grant select on v_$session to VPXADMIN;
grant unlimited tablespace to VPX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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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RESOURCE 역할에는 CREATE PROCEDURE, CREATE TABLE 및 CREATE 

SEQUENCE 권한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RESOURCE 역할에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해당 권한을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무제한 테이블스페이스를 허용하는 대신 특정 테이블스페이스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

장 할당량은 최소 500MB 이상의 무제한 할당량입니다. 무제한 할당량을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

용합니다.

alter user "VPXADMIN" quota unlimited on "VPX";

제한된 할당량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나머지 테이블스페이스를 모니터링하여 다음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ORA-01536: 테이블스페이스 'tablespace'에 대한 공간 할당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제 vCenter Server용 Oracle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준비되었습니다.

3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VPXADMIN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크기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grant select on v_$system_event to VPXADMIN;
grant select on v_$sysmetric_history to VPXADMIN;
grant select on v_$sysstat to VPXADMIN;
grant select on dba_data_files to VPXADMIN;
grant select on v_$loghist to VPXADMI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가 설치 중에 스키마를 생성합니다.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스키마 생성을 더욱 

세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경험 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

스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스키마 소유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SQL*Plus 창을 엽니다.

2 vCenter Server 설치 패키지의 /installation directory/vCenter-Server/dbschema 디렉

토리에서 dbschema 스크립트를 찾습니다.

3 SQL*Plus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순서대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a VCDB_oracle.SQL

b VCDB_views_oracle.SQL

c insert_stats_proc_oracle.sql

d load_stats_proc_oracl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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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urge_stat2_proc_oracle.sql

f purge_stat3_proc_oracle.sql

g purge_usage_stats_proc_oracle.sql

h stats_rollup1_proc_oracle.sql

i stats_rollup2_proc_oracle.sql

j stats_rollup3_proc_oracle.sql

k cleanup_events_oracle.sql

l delete_stats_proc_oracle.sql

m load_usage_stats_proc_oracle.sql

n TopN_DB_oracle.sql

o calc_topn1_proc_oracle.sql

p calc_topn2_proc_oracle.sql

q calc_topn3_proc_oracle.sql

r calc_topn4_proc_oracle.sql

s clear_topn1_proc_oracle.sql

t clear_topn2_proc_oracle.sql

u clear_topn3_proc_oracle.sql

v clear_topn4_proc_oracle.sql

w rule_topn1_proc_oracle.sql

x rule_topn2_proc_oracle.sql

y rule_topn3_proc_oracle.sql

z rule_topn4_proc_oracle.sql

aa process_license_snapshot_oracle.sql

ab l_purge_stat2_proc_oracle.sql

ac l_purge_stat3_proc_oracle.sql

ad l_stats_rollup1_proc_oracle.sql

ae l_stats_rollup2_proc_oracle.sql

af l_stats_rollup3_proc_oracle.sql

4 (선택 사항)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상태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a job_dbm_performance_data_oracl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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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cess_performance_data_oracle.sql

5 지원되는 모든 Oracle Server 버전에 대해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스케줄링된 작

업을 설정합니다.

a job_schedule1_oracle.sql

b job_schedule2_oracle.sql

c job_schedule3_oracle.sql 

d job_cleanup_events_oracle.sql

e job_topn_past_day_oracle.sql

f job_topn_past_week_oracle.sql

g job_topn_past_month_oracle.sql

h job_topn_past_year_oracle.sql

결과

vCenter Server 테이블을 수동으로 생성했습니다.

참고   vCenter Server 설치 중에 데이터베이스 재초기화 주의 메시지가 나타나면 덮어쓰지 않고 기존 데

이터베이스 유지를 선택하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 생성

Oracle ODBC DSN을 구성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Oracle 데이터

베이스가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vCenter Server 테이블스페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을 생성해

야 합니다.

절차

1 텍스트 편집기나 Net8 Configuration Assistant를 사용하여 C:\Oracle\Oraxx\NETWORK\ADMIN 
디렉토리에 있는 tnsnames.ora 파일을 엽니다. 디렉토리 경로에서 xx는 10g 또는 11g입니다.

2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HOST는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야 하는 관리 호스트입니다.

VPX_TNS =
(DESCRIPTION =
(ADDRESS_LIST =
(ADDRESS=(PROTOCOL=TCP)(HOST=vpxd-Oracle)(PORT=1521))
   )
(CONNECT_DATA =
(SERVICE_NAME = ORC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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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ODBC 연결 구성

vCenter Server에 대해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를 생성하고 구성한 후에는 vCenter Server를 설

치할 시스템에 64비트 DSN을 생성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동안 DSN은 vCenter 

Server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Oracle 클라이언트 11.2.0.3 p16656151(패치 19) 이상, 11.2.0.4, 12.1.0.1.12 이상 또는 12.1.0.2를 설치합니

다.

절차

1 vCenter Server를 설치할 시스템에서 시작 > 관리 도구 > 데이터 원본(ODBC)을 선택합니다.

2 시스템 DSN 탭에서 기존 연결을 수정하거나 새 Oracle ODBC 연결을 생성합니다.

n 기존 Oracle ODBC 연결을 수정하려면 시스템 데이터 소스 목록에서 연결을 선택하고 구성을 클

릭합니다.

n Oracle ODBC 연결을 생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Oracle 클라이언트를 선택한 후 마침을 클릭

합니다.

3 데이터 원본 이름 텍스트 상자에 ODBC 데이터 소스 이름(DSN)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VMware vCenter Server를 입력합니다.

4 (선택 사항) 설명 텍스트 상자에 ODBC DSN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연결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을 TNS 서비스 이름 텍스트 상자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VPX_TNS를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이전에 Oracle 데이터베이스 설치 위치의 NETWORK\ADMIN 폴더에 있는 tnsnames.ora 
파일에 구성한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입니다.

6 사용자 ID 텍스트 상자에 vCenter Server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VPXADMIN을 입력합니다.

7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8 암호 텍스트 상자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DNS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으면 연결 성공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vCenter Server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요구 사항
vCenter Server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외부 Oracle 또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특정 사용 권한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부여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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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vCenter Server에 대한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사용 권한 설명

GRANT ALTER ON SCHEMA :: [VMW] TO 
VC_ADMIN_ROLE

SQL Server 사용자 지정 스키마로 작업할 때 필수입니다.

GRANT REFERENCES ON SCHEMA :: [VMW] TO 
VC_ADMIN_ROLE

SQL Server 사용자 지정 스키마로 작업할 때 필수입니다.

GRANT INSERT ON SCHEMA :: [VMW] TO 
VC_ADMIN_ROLE

SQL Server 사용자 지정 스키마로 작업할 때 필수입니다.

GRANT CREATE TABLE TO VC_ADMIN_ROLE 테이블 생성에 필요합니다.

GRANT CREATE VIEW TO VC_ADMIN_ROLE 보기 생성에 필요합니다.

GRANT CREATE PROCEDURE TO VC_ADMIN_ROLE 저장 프로시저 생성에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VMW 스키마의 일부인 테이블에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 권한입니다.

GRANT INSERT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RANT DELETE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RANT UPDATE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GRANT EXECUTE ON SCHEMA :: [VMW] TO 
VC_USER_ROLE

db 스키마에서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msdb.dbo.syscategories TO 
VC_ADMIN_ROLE

SQL Server 작업 배포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용 권한은 설치 및 업그레이드 중에만 필수이고 배포 

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GRANT SELECT ON msdb.dbo.sysjobsteps TO 
VC_ADMIN_ROLE

GRANT SELECT ON msdb.dbo.sysjobs TO 
VC_ADMIN_ROLE

GRANT SELECT ON msdb.dbo.syssessions TO 
VC_ADMIN_ROLE

GRANT SELECT ON msdb.dbo.sysjobactivity TO 
VC_ADMIN_ROLE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 TO 
VC_ADMIN_ROLE

GRANT EXECUTE ON msdb.dbo.sp_delete_job TO 
VC_ADMIN_ROLE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step TO 
VC_ADMIN_ROLE

GRANT EXECUTE ON msdb.dbo.sp_update_job TO 
VC_ADMIN_ROLE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server TO 
VC_ADMIN_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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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vCenter Server에 대한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계속)

사용 권한 설명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jobschedule 
TO VC_ADMIN_ROLE

GRANT EXECUTE ON msdb.dbo.sp_add_category TO 
VC_ADMIN_ROLE

GRANT VIEW SERVER STATE TO [vpxuser] SQL Server DMV 보기 및 sp_lock 실행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합니다.

GRANT VIEW ANY DEFINITION TO [vpxuser] 사용자에게 SQL Server 개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표 3-5. vCenter Server에 대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사용 권한 설명

GRANT CONNECT TO VPXADMIN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GRANT RESOURCE TO VPXADMIN 트리거, 시퀀스, 유형, 프로시저 등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RESOURCE 역할에는 CREATE PROCEDURE, 

CREATE TABLE 및 CREATE SEQUENCE 권한이 할당되어 있

습니다. RESOURCE 역할에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해당 권한을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GRANT CREATE VIEW TO VPXADMIN 보기 생성에 필요합니다.

GRANT CREATE SEQUENCE TO VPXADMIN 시퀀스 생성에 필요합니다.

GRANT CREATE TABLE TO VPXADMIN 테이블 생성에 필요합니다.

GRANT CREATE MATERIALIZED VIEW TO VPXADMIN 구체화된 보기 생성에 필요합니다.

GRANT EXECUTE ON dbms_lock TO VPXADMIN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vCenter Server 인스턴

스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GRANT EXECUTE ON dbms_job TO VPXADMIN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중에 SQL 작업 스케줄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 사용 권한은 배포 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GRANT SELECT ON dba_lock TO VPXADMIN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잠금을 확인하는 데 필

요합니다.

GRANT SELECT ON dba_tablespaces TO VPXADMIN 업그레이드 중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사용 권한은 배포 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GRANT SELECT ON dba_temp_files TO VPXADMIN 업그레이드 중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사용 권한은 배포 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GRANT SELECT ON dba_data_files TO VPXADMIN vCenter Server가 작동하는 동안 사용 가능한 공간을 모니터링

하는 데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v_$session TO VPXADMIN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잠금을 확인하는 데 사

용되는 보기입니다.

GRANT UNLIMITED TABLESPACE TO VPXADMIN 무제한 테이블스페이스 사용 권한을 vCenter Server 데이터베

이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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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vCenter Server에 대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 (계속)

사용 권한 설명

GRANT SELECT ON v_$system_event TO VPXADMIN 로그 파일 전환 확인에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v_$sysmetric_history TO 
VPXADMIN

CPU 사용률 확인에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v_$sysstat TO VPXADMIN 버퍼 캐시 적중률 확인에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dba_data_files TO VPXADMIN 테이블스페이스 사용률 확인에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v_$loghist TO VPXADMIN 체크포인트 빈도 확인에 필요합니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은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가 로컬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
vCenter Server가 설치된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vCenter Server DSN이 시스템의 새 이름과 통신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vCenter Server와 동일한 컴퓨터에 있는 경우 vCenter Server 컴퓨터 이름을 변경

하면 데이터베이스 통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스템 이름을 변경한 경우 통신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은 원격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데이터베이스 벤더에게 문의하여 서버 이름을 바꾼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구성 요소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Center Server 컴퓨터 이름이 DNS(도메인 이름 서비스)에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필요한 경우 데이터 소스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2 이 상태를 테스트하려면 컴퓨터 이름을 ping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이름이 host-1.company.com이라면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

행합니다.

ping host-1.company.com

컴퓨터 이름을 ping할 수 있다면 DNS에서 이름이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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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vCenter Server 통신이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환경의 다른 구성 요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vCenter Server가 설치되어 작동되면 표준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표준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 로그 파일 증가 모니터링 및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압축.

n 데이터베이스의 정기 백업 스케줄링

n vCenter Server 업그레이드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특정 유지 보수 절차 및 지원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벤더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vSphere 네트워크에서 클럭 동기화
vSphere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의 클럭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phere 네트워크에 있

는 물리적 시스템의 클럭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시간에 민감한 SSL 인증서 및 SAML 토큰이 네트워크 시스

템 간 통신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클럭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인증 문제가 발생하여 설치가 실패하거나 vCenter Server Appliancevmware-
vpxd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vSphere에서 시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환경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와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여러 서비스에서 첫 번째 부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대상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완전 자동화된 

DRS로 인해 다른 시간으로 설정된 ESXi 호스트로 대상 vCenter Server Appliance가 마이그레이션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동기화 문제를 방지하려면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설치, 마이그레이션 또는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n 대상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대상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었습니다.

n 소스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실행하는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었습니다.

n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 시 vCenter Server Appliance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에 연결되었다면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실행하는 ESXi 호스트가 NTP와 동기화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n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 중인 경우 소스 vCenter Server 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가 실행되는 모든 Windows 호스트 시스템이 NTP(Network Time Server) 서버와 동기화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술 자료 문서 KB 1318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VMware, Inc. 106

http://kb.vmware.com/kb/1318


ESXi 클럭을 NTP 서버와 동기화하려면 VMware Host Cli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Xi 호스트의 시간 

구성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단일 호스트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시간 동기화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구성" 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시간 동기화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에 대한 시간 구성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에서 

“호스트에 대한 시간 구성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실행을 위해 사용자 계정 사용
Microsoft Windows의 기본 제공 시스템 계정 또는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면 SQL Server에 대해 Windows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이 향상됩

니다.

사용자 계정은 로컬 시스템의 관리자여야 합니다. 설치 마법사에서 계정 이름을 

DomainName\Username으로 지정합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메인 계정이 SQL Server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Microsoft Windows의 기본 제공 시스템 계정에는 vCenter Server 시스템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사용 권

한 및 권한이 있으므로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   vCenter Server 서비스가 Microsoft Windows 기본 제공 시스템 계정으로 실행 중인 경우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하면 vCenter Server는 SQL Server 인증에 DSN만 지원합니다.

Windows 인증으로 구성된 SQL Server DSN의 경우 VMware VirtualCenter Management 

Webservices 서비스 및 DSN 사용자와 동일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SQL Server에 대해 Microsoft Windows 인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경

우에도 vCenter Server 시스템용 로컬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계정이 로컬 시

스템의 관리자이고 계정에 서비스로 로그온 권한을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 서비스는 Windows SCM에 속하는 독립형 서비스가 아니며, 대

신 VMware Service Lifecycle Manager 서비스의 하위 프로세스로 실행됩니다.

IPv6 시스템에 vCenter Server 설치
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가 IPv4 및 IPv6 혼합 환경을 지원합니다.

IPv4 주소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를 IPv6 주소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Pv6 주소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경우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시스템의 FQDN(정

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합니다. IPv4 주소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경우 DHCP로 할당되면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시스템의 FQDN(정

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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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실행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를 실행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소프트웨

어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Windows에서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고 로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Windows
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할 경우 마법사에서는 설치 정보를 묻는 메

시지를 표시합니다. 제품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입력한 값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워크시트를 사용하면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외장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할 때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표 3-6.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Windows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

다음에 필요함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모든 배포 유형 로컬 시스템의 시스템 이름

로컬 시스템 관리에 사용할 시스템 이름입니다. 시스템 이름

은 FQDN이어야 합니다. DN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적 

IP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새 도메인

의 첫 번째 인스턴스로 

사용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의 이름 vsphere.loc
al

사용자 이름 관리자 설치하는 동안 기본 

사용자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계정의 암호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지만 길이가 20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암호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n 하나 이상의 대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n 하나 이상의 소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n 하나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n 하나 이상의 특수 문자(예: 앰퍼샌드(&), 해시 키(#) 및 

퍼센트 기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이트 이름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의 이름입니다.

Default-
First-Site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가입하려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FQDN 또는 IP 주소

같은 버전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가

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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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Windows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계
속)

다음에 필요함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기존 도메

인의 이후 인스턴스로 

사용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HTTPS 포트 443

도메인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 On 관리자 사용자의 

암호

-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 이름

기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새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서비스 계정 정보

Windows 로컬 시스템 계정 또는 사용자 서비스 계정일 수 

있습니다.

참고   vSphere 6.5부터는 vCenter Server 서비스가 

VMware Service Lifecycle Manager 서비스의 하위 프로

세스로 실행됩니다.

Windows 

로컬 시스템 

계정

계정 사용자 이름

사용자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계정 암호

사용자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내장된 VMware Postgres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존 외부 데

이터베이스일 수 있습니다.

내장된 

Postgres 데

이터베이스

DSN(데이터 소스 이름)

기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선행 및 후행 공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DSN의 처음이나 

끝에 있는 공백을 제거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

기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ASCII 문자가 아닌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암호

기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모든 배포 유형 HTTP 포트 80

HTTPS 포트 443

Syslog 서비스 포트 514

Syslog 서비스 TLS 포트 1514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Secure Token Service 포트 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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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Windows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계
속)

다음에 필요함 필요한 정보 기본값 사용자 입력 항목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uto Deploy 관리 포트 6502

Auto Deploy 서비스 포트 6501

ESXi Dump Collector 포트 6500

ESXi 하트비트 포트 902

vSphere Web Client 포트 9443

모든 배포 유형 대상 폴더

n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할 폴더

n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

설치 경로에는 ASCII가 아닌 문자, 쉼표(,), 마침표(.), 느낌

표(!), 파운드 기호(#), At 기호(@) 또는 퍼센트 기호(%)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n 기본 설

치 폴더

는 
C:\Pro
gram 
Files\
VMware
입니다.

n 데이터 

스토리

지에 대

한 기본 

폴더는 
C:\Pro
gramDa
ta\VMw
are입니

다.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참여 또는 참여 안 

함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

리" 의 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CEIP 참여

Windows에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시스템에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ISO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수행할 Windows 호스트 시스템에 마운트

한 다음 설치 마법사를 시작하고 설치 및 설정에 필요한 입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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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된 토폴로지에서는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메인 내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

턴스의 배포를 완료한 후에는 공통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여러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동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설치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하나의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배포한 후에는 토폴로지를 재구성하여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방향 프로세스로, 

전환 후에는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다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연결 대상은 같은 도메인 내의 인프라 데이터를 복제하도록 구성된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사전 요구 사항

n 시스템이 최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for 

Windows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Windows용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n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려면 Adobe Flash 

Player 버전 11.9 이상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자 디렉토리에서 autorun.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설치 관리자를 시작합니

다.

2 Windows용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설치를 클릭합니다.

3 설치 마법사의 지시를 따라 시작 페이지를 검토하고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십시오.

4 vCenter Server 및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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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네트워크 이름, 가능하면 FQDN을 입력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또한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할 경우 정적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중요   제공한 FQDN 또는 IP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배포 후 시스템 이름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시스템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vCenter Server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6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설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a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vsphere.local).

b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에 대한 암호입니다. 설치 후에는 vCenter Single 

Sign-On 및 vCenter Server에 adminstrator@your_domain_name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7 vCenter Server 서비스 계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 서비스는 Windows SCM에 속하는 독립형 서비스가 아니며, 

대신 VMware Service Lifecycle Manager 서비스의 하위 프로세스로 실행됩니다.

옵션 설명

Windows 로컬 시스템 계정 사용 vCenter Server 서비스는 Windows 로컬 시스템 계정에서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Windows 통합 인증을 사용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서비스 계정 특정화 vCenter Server 서비스는 제공된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관리자 계정에서 실행됩니

다.

중요   귀하가 제공한 사용자 자격 증명의 소유자는 로컬 관리 그룹에 속하고 서비스

로 로그온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8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내장형 데이터베이스(PostgreSQL) 사

용

vCenter Server는 내장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는 소규모 배포에 적합합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 vCenter Server가 기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a 사용 가능한 DSN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b DSN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Windows NT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텍

스트 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각 구성 요소마다 기본 포트 번호를 수락합니다. 만약 다른 서비스에서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체 

포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에서 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트 80 및 443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전용인

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동안 사용자 지정 포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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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택 사항) 기본 대상 폴더를 변경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중요   느낌표(!)로 끝나는 폴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페이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할지 선택합니다.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구성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설치 설정의 요약을 검토한 후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14 (선택 사항) 설치가 완료되면 vSphere Client 시작을 클릭하여 vSphere Client를 시작한 후 vCenter 

Server에 로그인합니다.

15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 관리자를 닫습니다.

결과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설치됩니다.

Windows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는 여러 vCenter Server 인스턴스 간에 공유될 

수 있는 vCenter Single Sign-On, 라이센스 서비스와 같은 일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버전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여러 개 설치하고 동일한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

에 복제 파트너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동시 설치는 지원되지 않습

니다. 도메인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차례로 설치해야 합니다.

중요   VMCA 서명된 인증서를 CA 서명된 인증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먼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를 설치한 다음 인증서 체인에 VMCA를 포함하고 전체 체인에 의해 서명된 VMCA에서 새 인증서를 생성

합니다. 그런 다음 vCenter Serv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인증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관리"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 시스템이 최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for 

Windows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Windows용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절차

1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자 디렉토리에서 autorun.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설치 관리자를 시작합니

다.

2 Windows용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설치를 클릭합니다.

3 설치 마법사의 지시를 따라 시작 페이지를 검토하고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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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시스템 이름, 가능하면 FQDN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또한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할 경우 정적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중요   FQDN 또는 IP 주소를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스템 이름으로 제공할 때 FQDN 또는 

IP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호스트 시스템의 FQDN 또는 IP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호스트 

시스템에 등록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및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FQDN 또는 IP 주소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호스트 시스템

의 SSL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6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하거나 기존 도메인에 가입합니다.

옵션 설명

새 Single Sign-On 도메인 생성 새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a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vsphere.local).

참고   도메인 이름에 대문자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b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에 대한 암호입니다.

c 관리자 암호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존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

새 vCenter Single Sign-On Server를 기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시킵니다. 새 vCenter Single Sign-On 

Server를 가입한 vCenter Single Sign-On Server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a 가입할 vCenter Single Sign-On Server가 포함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b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HTTPS 포트를 입력합니

다.

c 가입하려는 vCenter Single Sign-On의 도메인 이름(예: vsphere.local)을 

입력합니다.

d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e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각 구성 요소마다 기본 포트 번호를 수락합니다. 만약 다른 서비스에서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체 

포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vCenter Single Sign-On에서 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트 80 및 443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전용인

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동안 사용자 지정 포트를 사용합니다.

9 (선택 사항) 기본 대상 폴더를 변경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중요   느낌표(!)로 끝나는 폴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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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페이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할지 선택합니다.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구성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11 설치 설정의 요약을 검토한 후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12 설치가 완료된 후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 관리자를 닫습니다.

결과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Center Server를 다른 Windows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설치하고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구성 요소를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등록합니다.

Windows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설치
Windows 호스트 시스템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거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

치를 배포한 후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구성 요소를 설치하고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배

포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시스템이 최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for 

Windows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Windows용 vCenter Server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n vCenter Server를 설치하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려면 Adobe Flash 

Player 버전 11.9 이상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자 디렉토리에서 autorun.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설치 관리자를 시작합니

다.

2 Windows용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설치를 클릭합니다.

3 설치 마법사의 지시를 따라 시작 페이지를 검토하고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십시오.

4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시스템 네트워크 이름, 가능하면 정적 IP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중요   입력한 이름은 시스템의 SSL 인증서에 인코딩됩니다. 구성 요소는 이 이름을 사용하여 서로 통

신합니다. 시스템 이름은 정적 IP 주소이거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이

름이 변경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시스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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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 설치하거나 배포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스템 이름, vCenter Single Sign-On 

Server와의 통신에 사용할 HTTPS 포트와 함께 vCenter Single Sign-On 암호를 제공하고 다음을 클

릭합니다.

중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중에 제공한 IP 주소 또는 FQDN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FQDN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스템 이름으로 제공한 경우 IP 주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vCenter Server의 서비스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실

행 중인 서비스에 연결될 때 인증서가 확인됩니다. IP 주소 또는 FQDN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이 실패

하고 vCenter Server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7 원격 시스템에서 제공한 인증서를 승인합니다.

8 vCenter Server 서비스 계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vSphere 6.5부터 vCenter Server 서비스는 Windows SCM에 속하는 독립형 서비스가 아니며, 

대신 VMware Service Lifecycle Manager 서비스의 하위 프로세스로 실행됩니다.

옵션 설명

Windows 로컬 시스템 계정 사용 vCenter Server 서비스는 Windows 로컬 시스템 계정에서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Windows 통합 인증을 사용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서비스 계정 특정화 vCenter Server 서비스는 제공된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관리자 계정에서 실행됩니

다.

중요   귀하가 제공한 사용자 자격 증명의 소유자는 로컬 관리 그룹에 속하고 서비스

로 로그온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9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내장형 데이터베이스(PostgreSQL) 사

용

vCenter Server는 내장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는 소규모 배포에 적합합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 vCenter Server가 기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a 사용 가능한 DSN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b DSN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Windows NT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텍

스트 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각 구성 요소마다 기본 포트 번호를 수락합니다. 만약 다른 서비스에서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체 

포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선택 사항) 기본 대상 폴더를 변경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중요   느낌표(!)로 끝나는 폴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2 설치 설정의 요약을 검토한 후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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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택 사항) 설치가 완료되면 vSphere Client 시작을 클릭하여 vSphere Client를 시작한 후 vCenter 

Server에 로그인합니다.

14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 관리자를 닫습니다.

결과

vCenter Server가 평가 모드로 설치됩니다.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에 여러 NIC가 있는 환경에 vCenter Server 설치
여러 NIC가 있는 환경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설치하려면 시스템 

네트워크 이름으로 사용할 IP 주소 또는 FQDN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가상 시스템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고 다른 가상 시스템에 vCenter 

Server를 설치하려고 하며 각 가상 시스템에 2개의 NIC가 있는 경우 다음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1 가상 시스템 중 하나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고 해당 IP 주소 또는 FQDN 중 하나를 

시스템 네트워크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2 다른 가상 시스템에서 vCenter Server의 설치를 시작하고 해당 IP 주소 또는 FQDN 중 하나를 시스템 

네트워크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3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시스템 네트워크 이름을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설치 중 입력한 IP 주소 또는 FQDN을 입력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다른 IP 주소 또는 FQDN을 입력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4 설치가 완료되면 vCenter Server의 NIC IP 주소 또는 FQDN을 사용하여 vSphere Client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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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Appliance의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 4
vCenter Server Appliance는 장애가 발생한 환경을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일 기반 백업 및 복

원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vSphere 6.7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파일 기반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백업을 생성한 후 장치의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백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핵심 구성, 인벤토리 및 선택한 

기간별 데이터의 파일 기반 백업을 수행합니다. 백업된 데이터는 FTP, FTPS, HTTP, HTTPS, NFS, SCP 

또는 SMB를 통해 원격 시스템으로 스트리밍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에는 백업이 저장되지 않

습니다.

이전에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백업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

해서만 파일 기반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의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이러한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새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고 파일 기

반 백업의 데이터를 새 장치로 복사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중요   vCenter Server Appliance 고가용성 클러스터를 백업하는 경우 백업 작업에서 기본 vCenter 

Server 인스턴스만 백업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고가용성 클러스터를 복원하기 전에 능동, 수

동 및 감시 노드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복원 작업에서는 vCenter Server 비고가용성 모드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합니다. 따라서 복원 작업이 완료된 후 클러스터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의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 

n 파일 기반 백업 스케줄링

n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vCenter Server Appliance 백업

n 파일 기반 백업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복원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의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
vCenter Server 환경을 백업하거나 복원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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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 프로토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n FTP 및 HTTP는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입니다.

n 백업 서버가 각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해 최소 10개의 동시 연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n 업로드를 위해 쓰기 사용 권한과 다운로드를 위해 읽기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n FTPS의 경우 명시적 모드만 지원됩니다.

n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하는 경우 백업 웹 서버에서 WebDAV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n HTTP 프록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FTP, FTPS, HTTP 또는 HTTPS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에서 IPv4 및 IPv6 UR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 서버와 vCenter Server Appliance 간에서 IP 버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n S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파일 기반 백업을 구성하는 경우 Linux 백업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시스템에서 SCP를 사용하려고 하고 대상 서버가 Windows에 있는 경우 작업이 실패

하고 (!) SCP location is invalid와 유사한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구성
복원한 후 다음과 같은 구성은 백업을 생성한 시점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n 가상 시스템 리소스 설정

n 리소스 풀 계층 및 설정

n 클러스터-호스트 멤버 자격

n DRS 구성 및 규칙

Storage DRS

이러한 구성을 변경한 경우 복원 후 다음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 데이터스토어 클러스터 구성

n 데이터스토어 클러스터 멤버 자격

n 데이터스토어 I/O 리소스 관리(Storage I/O Control) 설정

n 데이터스토어-데이터 센터 멤버 자격

n 호스트-데이터스토어 멤버 자격

분배 전원 관리
백업 후 호스트를 대기 모드로 전환하면 백업을 복원할 때 vCenter Server가 호스트의 대기 모드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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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가상 스위치
분산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백업으로 복원하기 전에 분산 가상 스위치 구성을 별도로 내보내는 것

이 좋습니다. 복원 후 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고려 사항을 무시하면 백업 후 분산 가상 스위치에 대

한 변경 내용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계에 대해서는 http://kb.vmware.com/kb/2034602에서 

VMware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컨텐츠 라이브러리
백업 후 라이브러리 또는 항목을 삭제한 경우 복원 후 이러한 라이브러리 또는 항목을 액세스하거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또는 항목은 삭제할 수만 있습니다. 스토리지 백업에 누락된 파일 또는 

폴더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백업 후 새 항목 또는 항목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복원 작업 후 Content Library Service에 새 항목 또는 파

일의 레코드가 없습니다. 스토리지 백업에서 불필요한 폴더 또는 파일을 찾았다는 주의가 나타납니다.

백업 후 새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경우 복원 후 Content Library Service에 새 라이브러리의 레코드가 없

습니다. 스토리지 백업에는 라이브러리 컨텐츠가 존재하지만 주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새 라이

브러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 시스템 수명 주기 작업
n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서 재배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생성된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

합니다.

vCenter Server를 복원한 후 가상 시스템의 vCenter Server 보기가 가상 시스템의 ESXi 보기와 동기

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백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입니다. vCenter Server를 복원한 후 가상 시스템이 사라지는 경우 다음 사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

다.

a 누락된 가상 시스템이 대상 ESXi 호스트에 있고 대상 ESXi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분리되

어 있거나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없습니다. 가상 시스템을 수동으로 vCenter Server 인벤토

리에 추가해야 합니다.

b 누락된 가상 시스템이 대상 ESXi 호스트에 있지만 대상 ESXi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없습니다.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을 ESXi 호스트에 등록하고 가상 시

스템을 다시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추가해야 합니다.

c 누락된 가상 시스템이 대상 ESXi 호스트에 있지만 대상 ESXi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서 누락된 가상 시스템은 분리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서 가상 시스템을 제거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n 최신 버전이 아닌 연결된 가상 시스템 복제 레이아웃이 있는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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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후 연결된 복제 가상 시스템을 생성하고 이전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는 경우, 복원 후 

vCenter Server가 새 연결된 복제 가상 시스템을 검색할 때까지 vCenter Server가 새 연결된 복제 가

상 시스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새 연결된 복제 가상 시스템이 검색되기 전에 모든 기존 가상 시스템

을 제거하는 경우 누락된 디스크로 인해 기존 가상 시스템 제거가 새 연결된 복제를 손상시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vCenter Server에서 모든 연결된 가상 시스템 복제가 검색될 때까지 기다린 후 가

상 시스템을 제거해야 합니다.

n 가상 시스템을 등록할 때 생성된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합니다.

백업 중에 가상 시스템을 등록하고 이전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할 경우, 복원 이후에 가상 시

스템이 분리된 것으로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표시됩니다. 가상 시스템을 수동으로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추가해야 합니다.

vSphere High Availability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이 호스트가 이전 버전의 vSphere HA 클러스터 상태(HostList, 

ClusterConfiguration, VM protection 상태)로 롤백되지만 클러스터의 호스트는 최신 버전의 클러스터 상

태를 갖습니다. vSphere HA 클러스터 상태가 복원 및 백업 작업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백업 후 vSphere HA 클러스터에서 호스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가상 

시스템이 vCenter Server로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HA 클러스터의 일부인 호스트로 페일오버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n vSphere HA 클러스터에 속한 호스트에 설치된 vSphere HA 에이전트에서 새 가상 시스템의 보호 상

태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상 시스템이 보호되거나 보호 해제되지 않습니다.

n vSphere HA 클러스터에 속한 호스트에 설치된 vSphere HA 에이전트에서 새 클러스터 구성 상태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vCenter High Availability

vCenter Server를 복원할 경우 vCenter HA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정책 기반 관리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스토리지 정책, 스토리지 제공자 및 가상 시스템과 관련된 다음과 같

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백업 후 등록된 스토리지 제공자가 손실됩니다.

n 백업 후 등록되지 않은 스토리지 제공자가 다시 나타나고 다른 제공자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n 백업 후 스토리지 정책에서 수행한 생성, 삭제 또는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다.

n 백업 후 스토리지 정책 구성 요소에서 수행한 생성, 삭제 또는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

다.

n 백업 후 데이터스토어에 대해 수행된 기본 정책 구성 변경 내용이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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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가상 시스템 및 해당 디스크의 스토리지 정책 연결과 가상 시스템의 정책 규정 준수에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rtual SAN(Storage Area Network)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vSAN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SAN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vSAN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패치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보안 패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복원이 완료된 후 누락된 보안 패

치를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패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업그레이

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기반 백업 스케줄링
vSphere 6.7에서 파일 기반 백업을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백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위치, 되풀이 및 보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스케줄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백업을 저장할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있는 FTP, FTPS, HTTP, HTTPS, NFS, SCP 또는 SMB 서버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절차

1 웹 브라우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 https://appliance-IP-address-or-
FQDN:5480으로 이동합니다.

2 root로 로그인합니다.

3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백업을 클릭합니다.

4 구성을 클릭하여 백업 스케줄을 설정합니다.

5 백업 위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백업 위치 백업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프로토콜, 포트, 서버 주소 및 백업 파일을 저장할 

백업 폴더를 비롯한 백업 위치를 입력합니다.

FTP, FTPS, HTTP, HTTPS, NFS, SCP 또는 SMB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FTP, FTPS, HTTP 또는 HTTPS의 경우 경로는 서비스에 대해 구성된 홈 디렉토리

의 상대 경로입니다.

백업 서버 자격 증명 백업 서버에서 쓰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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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업의 스케줄 되풀이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되풀이를 설정하거나 특정 날짜 또는 요일에 백업을 실행하도록 스케줄을 사용자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백업을 실행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간은 오후 11시 59분입니

다.

7 (선택 사항) 백업 파일을 암호화하려면 암호화 암호를 입력합니다.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선택한 경우 복원 절차에서 암호화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8 모든 백업 유지를 선택하거나 보존할 백업 수를 입력합니다.

보존 정보에는 해당 vCenter Server에서 보존할 백업 수를 지정합니다.

9 (선택 사항) 통계, 이벤트 및 작업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적인 기간별 데이터를 백업합니

다.

10 생성을 클릭합니다.

백업 스케줄 정보가 백업 페이지에 채워집니다.

결과

완료된 백업과 진행 중인 백업이 작업 아래에 나열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지금 백업] 대화상자에서 백업 스케줄의 백업 위치 및 사용자 이름 사용을 선택하여 기존 스케줄 정보로 

즉시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동으
로 vCenter Server Appliance 백업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통계, 이벤트, 작업 등과 같은 기간별 데이터를 백업 파일에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vCenter 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에 대한 백업 작업에서는 활성 노드만 백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백업을 저장할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있는 FTP, FTPS, HTTP, HTTPS, NFS, SCP 또는 SMB 서버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절차

1 웹 브라우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 https://appliance-IP-address-or-
FQDN:5480으로 이동합니다.

2 root로 로그인합니다.

3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백업을 클릭합니다.

[작업] 아래의 테이블에는 vCenter Server의 가장 최신 백업 버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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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백업을 클릭합니다.

백업 장치 마법사가 열립니다.

5 (선택 사항) 스케줄링된 백업의 정보를 사용하려면 백업 스케줄의 백업 위치 및 사용자 이름 사용을 선

택합니다.

6 백업 위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백업 위치 백업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프로토콜, 포트, 서버 주소 및 백업 파일을 저장할 

백업 폴더를 비롯한 백업 위치를 입력합니다.

FTP, FTPS, HTTP, HTTPS, NFS, SCP 또는 SMB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FTP, FTPS, HTTP 또는 HTTPS의 경우 경로는 서비스에 대해 구성된 홈 디렉토리

의 상대 경로입니다.

백업 서버 자격 증명 백업 서버에서 쓰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는 ASCII 문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선택 사항) 백업 파일을 암호화하려면 암호화 암호를 입력합니다.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선택한 경우 복원 절차에서 암호화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8 (선택 사항) 통계, 이벤트 및 작업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적인 기간별 데이터를 백업합니

다.

9 (선택 사항) 설명 텍스트 상자에 백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0 시작을 클릭하여 백업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결과

완료된 백업과 진행 중인 백업이 작업 아래에 나열됩니다.

파일 기반 백업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복원
vCenter Server Appliance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를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새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에 파일 기반 백업에 저장된 데이터를 채웁니다.

참고   vCenter Server Appliance GUI 설치 관리자는 NFS 또는 SMB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백업에서 복원

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NFS 또는 SMB 프로토콜에서 복원을 수행하려면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API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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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vCenter Server Appliance 복원 워크플로

도메인의 마지막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실패하는 경우에만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파

일 기반 복원을 수행합니다. 동일한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배포하고 기존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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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복원 워크플로

사전 요구 사항

n 시스템이 최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시스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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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vCenter 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 vCenter Server를 복

원하기 전에 능동, 수동 및 감시 노드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절차

1 1단계 - 새 장치 배포

복원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GUI 설치 관리자에 포함된 OVA 파일을 배포

합니다.

2 2단계 - 새로 배포된 장치로 데이터 전송

OVA 배포가 완료된 후 복원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백업 위치에서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데이터가 복사됩니다.

1단계 - 새 장치 배포
복원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GUI 설치 관리자에 포함된 OVA 파일을 배포합니

다.

GUI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복원의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대신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새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OVA 파일을 배포할 수도 있습니

다. OVA 배포 후에는 새로 배포된 장치의 장치 관리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여 복원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

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OVA 파일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상 시스템 관리" 에서 "OVF 또는 OVA 템플릿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하여 마운트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및 마운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vCenter Server 제품 패치가 적용된 제품에서 백업을 복원하는 경우 해당 패치의 ISO를 다운로

드해야 합니다. VMware vSphere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n ESXi 호스트에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복원할 계획인 경우 대상 ESXi 호스트가 잠금 또는 유지 

보수 모드에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n vCenter Server 인벤토리의 DRS 클러스터에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복원할 계획인 경우 클러

스터에 잠금 또는 유지 보수 모드에 있지 않은 하나 이상의 ESXi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n 장치에 정적 IP 주소를 할당할 계획인 경우 IP 주소에 대한 정방향 및 역방향 DNS 레코드를 구성했는

지 확인합니다.

n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복원하려는 경우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백업된 vCenter Server의 전원을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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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에서 vcsa-ui-installer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운영 체제

의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설치 관리자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n Windows OS의 경우 win32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n Linux OS의 경우 lin64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 파일을 실행합니다.

n Mac OS의 경우 mac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Installer.app 파일을 실행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복원을 클릭합니다.

3 [소개] 페이지를 검토하여 복원 프로세스를 이해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백업 세부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복원하려는 백업 파일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백업 위치 백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주소 및 백업 폴더를 입력합니다. 백업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거나 백업 폴더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업 서

버에서 백업을 검색하는 데 사용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FTP, FTPS, HTTP, 

HTTPS, SFTP, NFS 또는 SM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tp://<server_IP_address>/tmp/vCenter/
hostname_vcenter.com/<backup_filename>

사용자 이름 백업 서버에서 읽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백업 서버에서 읽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6 백업 정보를 검토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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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원 작업에 사용할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할 vCenter Server 또는 ESXi 호스트에 연결합

니다.

옵션 단계

복원 작업에 사용할 장치를 배포

할 ESXi 호스트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1 ESXi 호스트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ESXi 호스트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ESXi 호스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루트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

를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ESXi 호스트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시하는지 확인

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연

결하고 인벤토리를 찾아 복원 작

업에 사용할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

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HTTPS 포트를 입력합니다.

3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On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예: administrator@your_domain_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

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인증서 주의가 대상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설치된 SSL 인증서의 SHA1 지문을 표

시하는지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문을 수락합니다.

6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 

폴더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잠금 모드 또는 유지 보수 모드에 있지 않은 하나 이상의 ESXi 호스트가 포함된 데

이터 센터나 데이터 센터 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7 장치를 배포할 ESXi 호스트 또는 DRS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인증서 주의를 수락합니다.

9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고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설정한 후 다음을 클

릭합니다.

10 vSphere 인벤토리의 크기에 따라 새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크기를 선택합니다.

배포 크기 옵션 설명

매우 작음 2개의 CPU와 10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개의 호스트 또는 1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작음 4개의 CPU와 16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중간 8개의 CPU와 24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400개의 호스트 또는 4,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큼 16개의 CPU와 32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1,000개의 호스트 또는 10,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

다.

초대형 24개의 CPU와 48GB의 메모리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니다.

최대 2,000개의 호스트 또는 35,000개의 가상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 적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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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스토리지 크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중요   복원할 장치의 스토리지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

리지 

크기 

옵션

매우 작은 배포 크기

에 대한 설명

작은 배포 크기에 대

한 설명

보통 배포 크기에 대

한 설명

큰 배포 크기에 대한 

설명

초대형 배포 크기에 

대한 설명

기본

값

30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34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5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740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

합니다.

118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큼 825GB의 스토리지가 

포함된 장치를 배포합

니다.

87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25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09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23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초대

형

170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75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905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97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2110GB의 스토리지

가 포함된 장치를 배

포합니다.

12 사용 가능한 데이터스토어 목록에서 모든 가상 시스템 구성 파일 및 가상 디스크가 저장될 위치를 선택

하고, 선택 사항으로 씬 디스크 모드 사용을 선택하여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13 [네트워크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백업 파일에서 채워진 설정을 검토합

니다.

14 (선택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가 복원될 환경의 현재 네트워크 환경과 일치하도록 네트워크 

구성을 편집합니다.

15 완료 준비 1단계 페이지에서 복원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설정을 검토한 후 마침을 클릭

하여 OVA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16 OVA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을 클릭하여 새로 배포된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복원 

프로세스의 2단계를 계속합니다.

참고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하면 vCenter Server Appliance 관리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결과

새로 배포된 vCenter Server Appliance가 대상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데이터는 백업 위치에서 복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단계 - 새로 배포된 장치로 데이터 전송
OVA 배포가 완료된 후 복원 프로세스의 2단계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백업 위치에서 새로 배포

된 vCenter Server Appliance로 데이터가 복사됩니다.

절차

1 복원 프로세스의 2단계에 대한 소개를 검토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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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업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해 고급 연결 모드가 지

원되는 노드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Single Sign-On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ingle Sign-On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후 유효성 검사 및 복구를 클릭합니다.

4 [완료 준비]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복원 프로세스의 2단

계를 완료합니다.

복원 프로세스가 vCenter Server Appliance Management Service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

는 동안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Management API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중요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 VM의 복원 작업이 실패할 

경우, 부분적으로 복원된 VM의 전원을 끄고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후 VM 복원을 다시 시도할 수 있

습니다.

5 (선택 사항)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https://vcenter_server_appliance_fqdn/ui를 클릭하여 

vSphere Client로 이동하고 vCenter Server Appliance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거나 

https://vcenter_server_appliance_fqdn:443을 클릭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 [시작] 페

이지로 이동합니다.

6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시작]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7 백업된 vCenter 노드가 vCenter 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 복원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마지막 노드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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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환경의 이미지 기반 
백업 및 복원 5
VMware vSphere Storage APIs - Data Protection과 통합된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을 백업 및 복원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의 

전체 이미지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DNS 확

인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호스트 이름이 IP 주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이 IP 

주소로 구성된 경우, 해당 IP 주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VMware vSphere Storage APIs - Data Protection은 백업 제품이 LAN을 사용하지 않고도 오프 호스트 

방식으로 중앙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vSphere 가상 시스템의 백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입니다. VMware vSphere Storage APIs - Data Prote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vSphere Storage APIs - Data Protection과 백업 제품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업 벤더에 문의하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이미지 기반 백업 및 복원에 대한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 

n vCenter Server 이미지 기반 환경 복원

이미지 기반 백업 및 복원에 대한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
vCenter Server 환경을 복원할 때 이러한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참고   DHCP 네트워크 구성으로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복원하

면 해당 IP 주소가 변경됩니다. 변경된 IP 주소 때문에 일부 vCenter Server 서비스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

습니다. 모든 vCenter Server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복원 후 복원된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IP 주소를 백업을 수행할 때 인스턴스에 설정된 IP 주소로 재구

성해야 합니다.

백업 전에 NTP 시간 동기화로 클록 동기화
vCenter Server 배포의 백업을 생성하기 전에 vSphere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 요소가 NTP 시간 동기화를 

사용하여 클록을 동기화했는지 확인합니다. vSphere 네트워크에서 클럭 동기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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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복원한 후 다음과 같은 구성은 백업을 생성한 시점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n 가상 시스템 리소스 설정

n 리소스 풀 계층 및 설정

n 클러스터-호스트 멤버 자격

n DRS 구성 및 규칙

Storage DRS

이러한 구성을 변경한 경우 복원 후 다음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 데이터스토어 클러스터 구성

n 데이터스토어 클러스터 멤버 자격

n 데이터스토어 I/O 리소스 관리(Storage I/O Control) 설정

n 데이터스토어-데이터 센터 멤버 자격

n 호스트-데이터스토어 멤버 자격

분배 전원 관리
백업 후 호스트를 대기 모드로 전환하면 백업을 복원할 때 vCenter Server가 호스트의 대기 모드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분산 가상 스위치
분산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백업으로 복원하기 전에 분산 가상 스위치 구성을 별도로 내보내는 것

이 좋습니다. 복원 후 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고려 사항을 무시하면 백업 후 분산 가상 스위치에 대

한 변경 내용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계에 대해서는 http://kb.vmware.com/kb/2034602에서 

VMware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컨텐츠 라이브러리
백업 후 라이브러리 또는 항목을 삭제한 경우 복원 후 이러한 라이브러리 또는 항목을 액세스하거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또는 항목은 삭제할 수만 있습니다. 스토리지 백업에 누락된 파일 또는 

폴더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백업 후 새 항목 또는 항목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복원 작업 후 Content Library Service에 새 항목 또는 파

일의 레코드가 없습니다. 스토리지 백업에서 불필요한 폴더 또는 파일을 찾았다는 주의가 나타납니다.

백업 후 새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경우 복원 후 Content Library Service에 새 라이브러리의 레코드가 없

습니다. 스토리지 백업에는 라이브러리 컨텐츠가 존재하지만 주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새 라이

브러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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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스템 수명 주기 작업
n vCenter Server 인스턴스 내에 진행 중인 재배치 작업이 있는 동안 수행되었던 백업에서 vCenter 

Server 복원.

vCenter Server를 복원한 후 가상 시스템의 vCenter Server 보기가 가상 시스템의 ESXi 보기와 동기

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vCenter Server에 진행 중인 작업이 있는 동안 백업을 수행한 경우에

도 true입니다. vCenter Server를 복원한 후 가상 시스템이 사라지는 경우 다음 사례를 참조할 수 있습

니다.

a 누락된 가상 시스템이 대상 ESXi 호스트에 있고 대상 ESXi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지만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없습니다. 가상 시스템을 수동으로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추가해야 합니

다.

b 누락된 가상 시스템이 대상 ESXi 호스트에 있지만 대상 ESXi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없습니다.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을 ESXi에 등록하고 가상 시스템을 

다시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 추가해야 합니다.

c 누락된 가상 시스템이 대상 ESXi 호스트에 있지만 대상 ESXi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vCenter Server 인스턴스 내에서 누락된 가상 시스템이 분리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vCenter 

Server 인벤토리에서 가상 시스템을 제거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n 오래된 연결된 복제 가상 시스템 레이아웃이 있는 백업에서 vCenter Server 복원.

백업 후 연결된 복제 가상 시스템을 생성하고 이전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는 경우 복원 후 

vCenter Server가 새 연결된 가상 시스템 복제를 검색할 때까지 vCenter Server가 새 연결된 가상 시

스템 복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새 연결된 복제 가상 시스템이 검색되기 전에 모든 기존 가상 시스템

을 제거하는 경우 누락된 디스크로 인해 기존 가상 시스템 제거가 새 연결된 복제를 손상시킵니다. 이

러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가상 시스템을 제거하기 전에 vCenter Server에서 모든 연결된 복제 가상 시

스템이 검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vSphere High Availability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이전 버전의 vSphere HA 클러스터 상태(HostList, 

ClusterConfiguration, VM 보호 상태)로 롤백되면서 클러스터의 호스트에 최신 버전의 클러스터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vSphere HA 클러스터 상태가 복원 및 백업 작업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n 백업 후 그리고 vCenter Server 복원 전에 호스트가 vSphere HA 클러스터에 추가되거나 vSphere 

HA 클러스터에서 제거되는 경우 가상 시스템이 vCenter Server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HA 클러스터의 일부인 호스트로 페일오버될 수 있습니다.

n 새 가상 시스템에 대한 보호 상태가 vSphere HA 클러스터의 일부인 호스트의 vSphere HA 에이전트

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상 시스템이 보호되거나 보호 해제되지 않습니다.

n vSphere HA 클러스터에 속한 호스트에 설치된 vSphere HA 에이전트에서 새 클러스터 구성 상태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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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High Availability

vCenter Server를 복원할 경우 vCenter HA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정책 기반 관리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스토리지 정책, 스토리지 제공자 및 가상 시스템과 관련된 다음과 같

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백업 후 등록된 스토리지 제공자가 손실됩니다.

n 백업 후 등록되지 않은 스토리지 제공자가 다시 나타나고 다른 제공자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n 백업 후 스토리지 정책에서 수행한 생성, 삭제 또는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다.

n 백업 후 스토리지 정책 구성 요소에서 수행한 생성, 삭제 또는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

다.

n 백업 후 데이터스토어에 대해 수행된 기본 정책 구성 변경 내용이 손실됩니다.

n 가상 시스템 및 해당 디스크의 스토리지 정책 연결과 가상 시스템의 정책 규정 준수에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rtual SAN(Storage Area Network)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vSAN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SAN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vSAN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패치
백업에서 vCenter Server를 복원하면 보안 패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복원이 완료된 후 누락된 보안 패

치를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패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업그레이

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이미지 기반 환경 복원
VMware vSphere Storage APIs - Data Protection과 통합된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

다.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의 

이미지 기반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DNS 확

인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이 IP 주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이 IP 주소로 구성된 경우, 해당 IP 주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백업된 가상 시스템을 덮어쓰거나 복원된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새 가상 시스템을 동일한 ESXi 호스트에 생성하여 가상 시스템을 원래 위치

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을 새 ESXi 호스트에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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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타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 타사 장치를 실행하는 ESXi 호스트에서 직접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스냅샷이 있거나 Fault Tolerance가 구성된 가상 시스템의 복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림 5-1. vCenter Server 복원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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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복원 워크플로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 복
원
현재 환경이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또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

템만 백업 및 복원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실행 중인 물리적 시스템을 백

업 및 복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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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2 service-control --status --all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vCenter Server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vCenter Server 관리 인터페이스(https:// "appliance-IP-address-or-FQDN" :5480)에 로그인합니

다.

4 조정 작업을 실행하고 Single Sign-On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복원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는 복원된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단일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환경 복원
단일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등록된 여러 개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로 사용자 환경이 구성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을 복

원할 수 있습니다.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면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 또는 단일 외

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등록된 vCenter Server Appliance 인스턴스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동시에 실패하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먼저 복원한 후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복원해야 합니다.

절차

1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

니다.

2 복원이 성공한 후 해당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된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ervice-control --stop --all
service-control --start --all

3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서비스가 마스킹되었으며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4 systemctl status applmgmt 명령을 사용하여 applmgmt 서비스의 systemd 인스턴스가 시작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vCenter Server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5 vCenter Server 관리 인터페이스(https:// "appliance-IP-address-or-FQDN" :5480)에 로그인합니

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복원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는 복원된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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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있는 vCenter Server 
환경 복원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에 등록되어 있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간에 인프라 데이터가 복제되는 환경은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

템만 백업 및 복원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실행 중인 물리적 시스템을 백

업 및 복원할 수 없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경우 클러스터의 마지막 노드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마지막 노드가 아닌 경우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를 배포하고 클러스

터에 가입합니다.

클러스터의 마지막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인 경우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로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조정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

1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상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

니다.

2 복원이 성공한 후 해당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된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ervice-control --stop --all
service-control --start --all

3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서비스가 마스킹되었으며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4 systemctl status applmgmt 명령을 사용하여 applmgmt 서비스의 systemd 인스턴스가 시작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vCenter Server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5 vCenter Server 관리 인터페이스(https:// "appliance-IP-address-or-FQDN" :5480)에 로그인합니

다.

6 조정 작업을 실행하고 Single Sign-On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마스크 해제하지 말고 조정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복원된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는 복원된 가상 시스템

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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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고급 연결 모드 환경 복원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vCenter 고급 연결 모드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   vCenter Server,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포함된 가상 시스

템만 백업 및 복원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를 실행 중인 물리적 시스템을 백

업 및 복원할 수 없습니다.

절차

1 타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서비스가 마스킹되어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 systemctl status applmgmt 명령을 사용하여 applmgmt 서비스의 systemd 인스턴스가 시작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vCenter Server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vCenter Server 관리 인터페이스(https:// "appliance-IP-address-or-FQDN" :5480)에 로그인합니

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복원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는 복원된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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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설치 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 후 6
vCenter Server를 설치하거나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한 후 관리할 vCenter Server에 대한 인

벤토리를 추가하기 전에 이러한 설치 이후 옵션을 고려합니다.

vSphere Authentication Proxy 서비스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vSphere 보안" 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vCenter Server 업그레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에 로그인

n VMware 고급 인증 플러그인 설치

n vCenter Server 로그 파일 수집

n 다른 도메인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vCenter Server 연결 대상 변경

n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다른 도메인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다른 vCenter Server로 변경

n vCenter Server를 동일한 도메인의 다른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연결 대상 변경

n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독립형 vCenter Server를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재구성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에 로그인
vSphere 인벤토리를 관리하기 위해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에 로그인합니다.

vSphere 6.5 이상에서는 vSphere Client가 Windows에서 vCenter Server의 일부 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로 설치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vSphere Client는 항상 동일한 vCenter Single Sign-On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절차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대한 URL 

https://vcenter_server_ip_address_or_fqdn을 입력합니다.

VMware, Inc. 141



2 vSphere Client(HTML5) 시작을 선택합니다.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려면 vSphere Web 

Client(Flex) 시작을 선택합니다.

대신 웹 브라우저를 열고vSphere Client에 대한 URL: 

https://vcenter_server_ip_address_or_fqdn/ui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려면 URL 

https://vcenter_server_ip_address_or_fqdn/vsphere-client를 입력합니다.

3 vCenter Server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4 신뢰할 수 없는 SSL 자격 증명에 관한 주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보안 정책에 기반한 해당되는 작

업을 선택합니다.

옵션 작업

이 로그인 세션에 대한 보안 주의만 무시

합니다.

무시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세션의 보안 주의는 무시하고 기

본 자격 증명을 설치하여 주의가 다시 나

타나지 않도록 합니다.

자격 증명 설치 및 이 서버에서 보안 주의를 다시 표시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무시를 

클릭합니다.

기본 자격 증명이 환경에서 보안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취소하고 진행하기 전에 서명한 자격 증

명을 설치합니다.

취소를 클릭하고 다시 연결을 시도하기 전에 vCenter Server 시스템에 서명한 자격 

증명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로그아웃하려면 vSphere Client 창의 위쪽에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고 로그아웃을 선택합니다.

결과

vSphere Client는 지정된 사용자가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에 연결하므로 사

용자는 자신의 인벤토리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VMware 고급 인증 플러그인 설치
VMware 고급 인증 플러그인은 통합 Windows 인증 및 Windows 기반 스마트 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vSphere 6.5 릴리스에서 VMware 고급 인증 플러그인이 vSphere 6.0 이전 릴리스의 클라이언트 통합 플

러그인을 대체합니다. 고급 인증 플러그인은 통합 Windows 인증 및 Windows 기반 스마트 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전 클라이언트 통합 플러그인의 기능 중 이 두 기능만 유지되었습니다. 고급 인증 플러그인

은 vSphere 6.0 이하에서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통합 플러그인을 이미 설치한 경우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두 플러그인이 모두 설치되어도 충돌이 없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한 번만 설치하면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절차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vSphere Client의 URL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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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Sphere Client 로그인 페이지의 아래쪽에서 고급 인증 플러그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3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팝업 차단이 실행되어 설치가 차단되면 브라우저의 도움말 

지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4 플러그인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5 설치 마법사의 단계에 따라 VMware 고급 인증 플러그인과 VMware 플러그인 서비스의 설치를 연속

적으로 실행합니다.

6 설치가 완료되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칩니다.

7 [외부 프로토콜 요청] 대화상자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작을 클릭하여 고급 인증 플러그인을 실행합니다.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vCenter Server 로그 파일 수집
vCenter Server를 설치한 후 진단 및 문제 해결용 vCenter Server 로그 파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절차에서는 vCenter Server의 Windows 설치에 필요한 로그 파일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지원 번들을 내보내고 로그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구성"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vCenter Server가 설치된 Windows 시스템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 번들을 생성하려면 시작 > 프로그램 > VMware > vCenter Server 로그 번들 생성으로 이동하여 

로그 번들을 생성합니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vCenter Server 로그 번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

vCenter Server 시스템에 대한 로그 파일이 생성되고 데스크톱의 .tgz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

다른 도메인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vCenter 
Server 연결 대상 변경
다른 vSphere 도메인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하나의 vCenter Server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vSphere 도메인에 있는 모든 vCenter Server를 한 번에 하나씩 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하여 도

메인 통합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지정 및 라이센싱 등의 서비스가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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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도메인을 통합할 뿐 아니라 기존 도메인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가 지원

됩니다.

n 별도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다른 

도메인의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되도록 이동할 수 있습니다.

n 하나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다른 

도메인의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되도록 이동할 수 있습니다.

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일부인 vCenter Server를 다른 도메인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메인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연결 대상

을 변경하기 전에 노드를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도메인 간 연결 대상 변경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6.7 및 vCenter Server 6.7에서만 지원됩

니다.

n 각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노드가 정상 상태여야 합니다.

n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연결 대상을 변경하기 전에 각 노드의 스냅샷 

또는 백업을 생성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절차

1 (선택 사항) 사전 확인 모드 명령을 실행합니다. 사전 확인 모드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태그 지정(태그 및 범주) 및 권한 부여(역할 및 권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태그 지정 및 권한 부여 데

이터에 대한 충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지 않지만 충돌을 확인

하고 JSON 파일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CLI를 통해 사전 확인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ode pre-check --src-psc-admin source_PSC_admin_userid --dest-
psc-fqdn target_PSC_FQDN --dest-psc-admin target_PSC_admin_userid --dest-domain-name 
target_FQDN --dest-vc-fqdn target_vCenter_server

관리자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전 확인은 충돌 세부 정보를 사전 확인 후 제공된 위치에 생성되는 JSON 파일에 기록합니다.

2 (선택 사항) 충돌 파일을 편집하고 모든 충돌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적용하거나 각 충돌에 대한 별도의 해

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충돌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복사: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데이터의 중복 사본을 생성합니다.

n 건너뛰기: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데이터 복사를 건너뜁니다.

n 병합: 사본을 생성하지 않고 충돌을 병합합니다.

태그 authZ 데이터의 충돌을 확인하려면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vCenter Server 부분

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충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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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모드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 모드에서는 사전 확인 모드 중 생성된 데이터를 JSON 파일에서 읽

은 후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가져옵니다. 원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라이

센싱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사용하여 실행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ode execute --src-psc-admin Source_PSC_admin_userid --dest-
psc-fqdn target_PSC_FQDN  --dest-psc-admin target_PSC_admin_userid --dest-domain-name 
target_FQDN --dest-vc-fqdn target_vCenter_server

관리자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사전 확인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먼저 내보낸 후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로 가져옵니다. 실행 모드에서는 충돌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사전 확인 명령을 사용하면 충돌을 자세

히 확인하고 충돌 파일을 편집하여 다양한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충돌을 방지하려면 먼저 사전 확인 모드를 실행하여 충돌을 파악한 후 실행 모드로 실행합니다.

태그 및 범주가 마이그레이션되고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연결 대상 변경이 실패할 경우 지원 번들을 수집하고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생성한 스냅

샷으로 되돌립니다.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이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변경된 후에는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참여 기본 설정이 대상 도메인 기본 설정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Sphere High Availability 클러스터에서 구성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연결 대상을 변경한 경우 

vSphere HA 클러스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vSphere HA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대상을 변경한 후에는 vCenter Server에 등록된 솔루션 또는 플러그인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ID 소스를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SSO 구성은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및 정책에 

수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 구문
명령 인수를 사용하여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의 실행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CLI는 vCenter Server 연결 대상을 하나의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

로 변경합니다.

공백으로 구분된 인수 목록을 CLI 연결 대상 변경 명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연결 대상을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변경합니다.

cmsso-util domain repoint --mode mode --src-psc-admin source_PSC_admin_userid 
--dest-psc-fqdn target_PSC_FQDN --dest-psc-admin target_PSC_admin_userid 
--dest-domain-name domain_name_to_repoint --dest-vc-fqdn target_vCenter_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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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연결 대상을 또 다른 

내장된 노드로 변경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 execute --src-emb-admin Administrator --replication-partner-fqdn 
FQDN _of_destination_node --replication-partner-admin destination_node_PSC_Admin_user_name --
dest-domain-name destination_PSC_domain

인수 설명

-m, --mode mode는 pre-check 또는 execute일 수 있습니다. pre-
check 인수가 사전 확인 모드로 명령을 실행합니다. execute 
인수가 실행 모드로 명령을 실행합니다.

-spa, --src-psc-admin 소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SSO 관리자의 사용

자 이름입니다. @domain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dpf, --dest-psc-fqdn 연결 대상을 변경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FQDN입

니다.

-dpa, --dest-psc-admin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SSO 관리자의 사용

자 이름입니다. @domain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ddn, --dest-domain-name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SSO 도메인 이름입니다.

-dpr, --dest-psc-rhttps (선택 사항)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HTTPS 포트

입니다.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 443이 사용됩니다.

-dvf, --dest-vc-fqdn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하는 vCenter 

Server의 FQDN입니다. vCenter Server에서 사전 확인 모드로 

구성 요소 데이터 충돌이 확인됩니다. 지정되지 않는 경우 충돌 

확인을 건너뛰고 가져오기 중 확인된 모든 충돌에 기본 해결 방

법(복사)이 적용됩니다.

참고   이 인수는 대상 도메인에 vCenter Server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택 사항이며, 대상 도메인에 vCenter Server가 있는 경

우 이 인수가 필수입니다.

-sea, --src-emb-admin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ID에 @domain을 추가하지 마십

시오.

-rpf, --replication-partner-fqdn (선택 사항) vCenter Server가 복제되는 복제 파트너 노드의 

FQDN입니다. 내장된 vCenter Server 노드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rpr, --replication-partner-rhttps (선택 사항) 복제 노드에 대한 HTTPS 포트입니다. 설정되지 않

은 경우 기본값은 443입니다.

-rpa, --replication-partner-admin (선택 사항)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복제 

파트너 vCenter Server의 SSO 관리자 사용자 이름입니다.

-dvr, --dest-vc-rhttps (선택 사항)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연결되는 

vCenter Server의 HTTPS 포트입니다.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

본값 443이 사용됩니다.

--ignore-snapshot (선택 사항) 스냅샷 주의를 무시합니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VMware, Inc. 146



인수 설명

--no-check-certs (선택 사항)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무시합니다.

--debug (선택 사항) 명령 실행 세부 정보를 검색합니다.

-h, --help (선택 사항) cmsso-util domain repoint 명령에 대한 도

움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태그 지정 및 권한 부여 충돌 이해
사전 확인 모드에서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데이

터를 내보내서 검사하고 충돌이 파일에 기록됩니다.

다음 데이터가 /storage/domain-data/ 또는 ProgramData/VMWare/vCenterServerdata/
domain-data 폴더에 내보내집니다.

n All_Privileges.json

n All_Roles.json

n All_TagCategories.json

n All_Tags.json

이러한 파일에는 이 명령이 실행된 vCenter Server의 모든 데이터(권한 부여 및 태그 지정)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dvf 또는 --dest-vc-fqdn 옵션을 사용하여 보조 vCenter Server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충돌이 동일

한 폴더에 내보내집니다.

n Conflicts_Roles.json 

n Conflicts_TagCategories.json

n Conflicts_Tags.json

다음은 샘플 충돌 파일입니다.

<---- Sample Conflict file code block --->
     {
  "global" : {
    "resolution" : "MERGE|SKIP|COPY",
    "description" : "Default resolution option used to resolve Role Conflicts is COPY. The 
conflicts list describes the differences between Role entities on source and target PSC. If 
the source information represents an empty JSON array, it simply means that all the entity 
attributes from source and target are identical. If the source lists few entries, it means 
that only these entity attributes are missing from the target. If the target lists few 
entries, 
it means that only these entity attributes are missing from the source. Though a global 
resolution 
can be set, it can also be overridden at each conflict level by providing individual 
resolu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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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flicts-count" : 1,
  "conflicts-list" : {
    "NoCryptoAdmin" : {
      "source" : {
        "privileges" : "[]"
      },
      "target" : {
        "privileges" : "[Group-1.SamplePriv-1, Group-1.SamplePriv-4, Group-2.SamplePriv-10, 
Group-2.SamplePriv-3, Group-2.SamplePriv-7, Group-3.SamplePriv-2, Group-3.SamplePriv-9]"
      },
      "resolution" : ""
    }
}
<----- End of code block --->

샘플 충돌 파일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n description. 해당 충돌 파일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n source 및 target. 소스와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개체 간의 차이점만 나열하는 JSON 개

체입니다.

n resolution. 사용자가 유효한 해결 방법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유효한 해결 방법은 MERGE, COPY 및 

SKIP입니다.

충돌을 처리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지정하려면 "global": "resolution" = "MERGE|SKIP|COPY" 섹션에

서 모든 충돌에 기본 해결 방법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solution에 유효한 글로벌 해결 방법 유형

을 지정하지 않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COPY가 기본 해결 방법 옵션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글로벌 해결 방법 옵션을 재정의하는 resolution 속성을 각 충돌 수준에서 편집하여 각 충돌에 대한 

유효한 해결 방법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 6-1. 충돌 유형에 나열된 충돌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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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충돌 유형

충돌

범주 개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 충돌 유형 충돌하는 속성 충돌 해결 방법 옵션

역할 충돌 n name: 범주의 이름입니

다.

n privilegeId: 역할의 

권한 목록입니다.

이름이 같지만 다른 

권한을 가진 역할이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에 있는 경우 역할을 

가져오는 동안 

RoleName 충돌이 발

생합니다.

RoleName 충돌 유

형에서 충돌할 수 

있는 속성은 

Privileges가 될 

수 있습니다.

n COPY. 충돌하는 역할의 사본

이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생성되고 역할 

이름에 –-copy가 추가됩니다. 

새 역할은 동일한 권한 ID 집

합과 새 역할 ID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새 역할 ID는 

VPX_ACCESS 테이블에서 업데

이트됩니다. 새 역할 ID는 역

할 이름 충돌 및 역할 ID 충돌 

모두에 적용됩니다.

참고  

역할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

본 해결 방법 옵션은 COPY입니

다.

n MERGE. MERGE 옵션은 다음 순

서로 충돌을 해결합니다.

a 소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역할과 이름 

및 권한 목록이 같은 역할

이 있지만 역할 ID가 다른 

경우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역

할 ID가 사용되고 

VPX_ACCESS 테이블에서 

업데이트됩니다.

b 소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역할과 이름

이 같지만 권한 목록이 다

른 역할이 있는 경우 두 역

할의 권한 목록이 병합됩

니다.

n SKIP.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특정 역할을 건너뜁니다.

태그 범주 충돌: 

범주 이름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서 

고유해야 합니

다.

n name: 범주의 이름입니

다.

n cardinality: 범주의 

카디널리티(단일 또는 

다중)입니다.

n associableEntityTy
pe: 이 범주의 태그에 

태그 범주를 가져오는 

동안 한 가지 유형의 

충돌, 즉 

CategoryName 충돌

만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이 충돌은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이름이 

충돌 유형 

CategoryName에
서 충돌할 수 있는 

속성은 

Cardinality 또

는 
AssociableTypes 
유형 중 하나 이상

n COPY. 충돌하는 범주의 사본

이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생성되고 범주 

이름에 –-copy가 추가됩니다. 

새 범주는 소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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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충돌 유형 (계속)

충돌

범주 개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 충돌 유형 충돌하는 속성 충돌 해결 방법 옵션

연결될 수 있는 

vCenter Server 개체

의 목록입니다. All 값

은 모든 vCenter 

Server 개체를 나타냅

니다.

같지만 속성

(cardinality 또는 

associableEntityT
ype)이 다른 범주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될 수 있습니

다.

속성 이름으로 생성됩니다. 이 

범주 아래 있는 모든 태그를 

새로 생성된 CategoryCopy 
아래로 가져옵니다.

참고  

CategoryName 충돌을 해결하

기 위한 기본 해결 방법 옵션

은 COPY입니다.

n MERGE. 충돌하는 속성이 SSO

에 이미 있는 해당 범주와 병

합됩니다. 속성은 다음과 같이 

병합됩니다.

a Description. 이미 있는 

설명이 사용됩니다.

b Cardinality. 카디널리

티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카디널리티가 충돌하는 

경우 카디널리티는 

multiple로 설정됩니다. 

단일로 축소될 수 없습니

다.

c AssociableTypes. 

associableEntityType 
값 중 하나가 null인 경우 

null로 설정됩니다. 그렇

지 않은 경우 Objects 유

형이 병합됩니다.

n SKIP .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모든 태그를 이미 있는 범주로 

가져옵니다.

태그 충돌: tag 
개체는 항상 

category 개체

에 속합니다. 태

그 이름은 한 범

주 내에 한해 고

유해야 합니다.

n name
n description

태그를 가져오는 동안 

한 가지 유형의 충돌, 

즉 TagName 충돌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은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에서 같은 범주 아래 

이름이 같지만 속성이 

다른 태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TagName 충돌 유

형에서 충돌할 수 

있는 속성은 

Description가 

될 수 있습니다.

n COPY. 충돌하는 태그의 사본

이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생성되고 태그 

이름에 –-copy가 추가됩니다. 

새로 생성된 태그의 MoRef(내

부 태그 ID)를 확인하고 필요

한 경우 태그 연결을 업데이트

합니다.

참고  

CategoryName 충돌을 해결하

기 위한 기본 해결 방법 옵션

은 COP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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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충돌 유형 (계속)

충돌

범주 개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 충돌 유형 충돌하는 속성 충돌 해결 방법 옵션

n MERGE. 기존 설명을 유지합니

다. MoRef(내부 태그 ID)를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

의 태그 연결을 업데이트합니

다.

n SKIP.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이 태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태그 연결을 정리합니다.

vCenter Server도메인의 연결 대상 변경 시 라이센스와 관련된 고려 사항
도메인 연결 대상을 변경하면 라이센스 키가 새 도메인으로 복사됩니다. 라이센스 키를 복사함으로써 연결 

대상 변경 후에 모든 자산의 유효한 라이센싱이 유지됩니다.

vCenter Server는 도메인별로 라이센스 사용량을 추적합니다. 둘 이상의 도메인에 하나의 키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키의 사용 집계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센스 관리를 간소화하려면 두 번째 도메

인에 복사되는 각 라이센스를 제거하고 새 라이센스를 자산에 할당합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고려하십시오.

n 연결 대상 변경 후 원래 도메인에서 라이센스 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즉, 자산에 할당되지 않음)

n 라이센스 키가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됨(즉, 자산에 할당됨)

도메인에서 사용되지 않는 라이센스 키
연결 대상 변경을 완료한 후 라이센스 키가 둘 이상의 도메인에 나타나지만 일부 도메인에서 사용되지 않

을 경우 사용되지 않는 모든 도메인에서 라이센스 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에서 라이센스

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라이센스 제거"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라이센스 키
연결 대상 변경을 완료한 후 라이센스 키가 둘 이상의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경우(즉, 자산에 할당됨) 한 도

메인을 제외한 모든 도메인에서 라이센스 키를 제거하려면 먼저 라이센스 키를 제거할 도메인의 각 자산에 

다른 라이센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방식:

n 사용되지 않은 용량이 충분한 다른 라이센스 키가 있는 경우, 제거할 라이센스 키 대신에 이러한 다른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에서 라이센스를 할당하는 방법은 "vCenter Server 및 호스

트 관리" 의 "라이센스 하나를 여러 자산에 할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둘 이상의 도메인에 사용되는 라이센스 키를 각 도메인에 하나씩 사용하도록 별도의 라이센스 키로 분

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키를 분할하는 방법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http://

kb.vmware.com/kb/2006972)를 참조하십시오. 원래 라이센스 키에서 분할된 각 라이센스 키에 포

함할 용량을 결정하려면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라이센싱 정보 보기" 항목을 참조하여 

vCenter Server에서 각 도메인의 라이센스 키 사용량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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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각 라이센스 키를 다른 도메인에 추가하고 vCenter Server에서 이전에 원래 라이센스 키로 라

이센스가 부여된 자산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새 라이센스 생성" 항목을 참조하고 라이센스를 여러 자산에 할당하는 방법은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의 "라이센스를 여러 자산에 할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자산에 다른 라이센스를 할당한 후에는 vCenter Server를 사용하여 모든 도메인에서 더 이상 유

효하지 않은 원래 라이센스 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제거" "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

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다른 도메인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 있는 다른 vCenter Server로 변경
vSphere 6.7 업데이트 1부터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vCenter Server를 한 

vSphere 도메인에서 다른 vSphere 도메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태그 지정, 라이센싱 등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새 도메인으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가 지원됩니다.

n 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기존 도메인에

서 다른 기존 도메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된 vCenter Server는 현재 

Single Sign-On 도메인에서 이동하고 다른 기존 도메인에 고급 연결 모드를 통해 연결된 또 다른 

vCenter Server로 가입합니다.

n 복제 파트너 없이 단일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지침

은 복제 파트너 없이 단일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복제를 사용하여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지침은 복

제 파트너를 사용하여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기존 도메인에서 새로 생성된 도메인

(마이그레이션된 vCenter Server가 첫 번째 인스턴스인 도메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런 유형의 연결 대상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을 새 도메인으로 변경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이 경우 복제 파트너는 없습니다.

복제 파트너 없이 단일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
복제 파트너 없이,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단일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하나

의 Single Sign-On 도메인에서 기존 Single Sign-On 도메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Single Sign-On 

도메인마다 단일 vCenter Server가 포함됩니다.

단일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다른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예시는 그림 6-1. 내장

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단일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기존 도메인

으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방법은 고급 연결 모드 배포를 생성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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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단일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
서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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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Domain2.local

사전 요구 사항

n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 변경은 vCenter Server 6.7 업데이트 1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n 연결 대상은 동일한 버전의 vCenter Server로 변경해야 합니다.

n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변경하기 전에 각 노드의 파일 기반 백업을 생성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

지합니다.

절차

1 연결 대상 변경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내장된 두 노드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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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사항) 사전 확인 모드 명령을 실행합니다. 사전 확인 모드는 vCenter Server에서 태그 지정(태그 

및 범주) 및 권한 부여(역할 및 권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사전 확인에서는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되

지 않지만 소스와 대상 vCenter Server 간의 충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CLI를 통해 

사전 확인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 pre-check --src-emb-admin Administrator --replication-partner-
fqdn FQDN_of_destination_node --replication-partner-admin PSC_Admin_of_destination_node --
dest-domain-name destination_PSC_domain

참고   복제 파트너가 없는 경우(새로 생성된 도메인으로 연결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명령에 대한 인수 정의는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 구문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확인에서 확인된 충돌은 /storage/domain-data 디렉토리에 기록됩니다.

3 (선택 사항) 충돌을 검토하고 모든 충돌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적용하거나 각 충돌에 대한 별도의 해결 방

법을 적용합니다.

충돌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복사: 대상 도메인에 데이터의 중복 사본을 생성합니다.

n 건너뛰기: 대상 도메인에서 데이터 복사를 건너뜁니다.

n 병합: 사본을 생성하지 않고 충돌을 병합합니다.

참고   사전 확인 중에 생성된 충돌 파일에 재정의되지 않는 한, 태그 및 권한 부여 충돌에 대한 기본 해

결 모드는 복사입니다.

4 execute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 모드에서는 사전 확인 모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읽고 대상 노드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이 대상 도메인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복제 

파트너 없이 연결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을 사용하여 execute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 execute --src-emb-admin Administrator --dest-domain-name 
destination_PSC_domain

cmsso-util domain-repoint 명령에 대한 인수 정의는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 구문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복제 파트너를 사용하여 내장형 노드의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
복제 파트너를 사용하여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Single Sign-On 도메인에서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예시는 그림 6-2.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기존 도메인으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경우 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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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기
존 도메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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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n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 변경은 vCenter Server 6.7 업데이트 1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n 연결 대상은 동일한 버전의 vCenter Server로 변경해야 합니다.

n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변경하기 전에 각 노드의 파일 기반 백업을 생성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

지합니다.

절차

1 연결 대상을 변경할(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할) 노드(예: 노드C)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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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대상을 변경할 내장형 노드를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C를 해제하려면 노드 B(원래 도메인의 

노드)에 로그인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unregister --node-pnid Node_C_FQDN --username 
Node_B_sso_administrator@sso_domain.com --passwd Node_B_sso_adminuser_password

노드 C를 등록 취소한 후 서비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노드 C에 대한 참조가 노드 B와 원래 도메인에서 

노드 C에 연결되었던 다른 모든 노드에서 삭제됩니다.

3 노드 C의 전원을 켜고 연결 대상 변경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4 (선택 사항) 사전 확인 모드 명령을 실행합니다. 사전 확인 모드는 vCenter Server에서 태그 지정(태그 

및 범주) 및 권한 부여(역할 및 권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사전 확인에서는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되

지 않지만 소스와 대상 vCenter Server 간의 충돌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CLI를 통해 사전 확

인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 pre-check --src-emb-admin Administrator --replication-partner-
fqdn FQDN_of_destination_node --replication-partner-admin PSC_Admin_of_destination_node --
dest-domain-name destination_PSC_domain

참고   복제 파트너가 없는 경우(새로 생성된 도메인으로 연결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명령에 대한 인수 정의는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 구문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확인에서 확인된 충돌은 /storage/domain-data 디렉토리에 기록됩니다.

5 (선택 사항) 충돌을 확인하고 모든 충돌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적용하거나 각 충돌에 대한 별도의 해결 방

법을 적용합니다.

충돌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복사: 대상 도메인에 데이터의 중복 사본을 생성합니다.

n 건너뛰기: 대상 도메인에서 데이터 복사를 건너뜁니다.

n 병합: 사본을 생성하지 않고 충돌을 병합합니다.

참고   사전 확인 중에 생성된 충돌 파일에 재정의되지 않는 한, 태그 및 권한 부여 충돌에 대한 기본 해

결 모드는 복사입니다.

6 execute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 모드에서는 사전 확인 모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읽고 대상 노드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이 대상 도메인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을 사용하여 실행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 execute --src-emb-admin Administrator --replication-partner-
fqdn FQDN _of_destination_node --replication-partner-admin 
destination_node_PSC_Admin_user_name --dest-domain-name destination_PSC_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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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so-util domain-repoint 명령에 대한 인수 정의는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 구문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을 새 도메인으로 변경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기존 도메인에서 새로 생성

된 도메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결 대상을 새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예시는 그림 6-3.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새 도메인으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경우 복제 파

트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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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한 도메인에서 새 
도메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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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n 내장된 노드의 연결 대상 변경은 vCenter Server 6.7 업데이트 1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n 연결 대상은 동일한 버전의 vCenter Server로 변경해야 합니다.

n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을 변경하기 전에 각 노드의 파일 기반 백업을 생성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

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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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연결 대상을 변경할(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할) 노드(예: 노드C)를 종료합니다.

2 연결 대상을 변경할 내장형 노드를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C를 해제하려면 노드 B(원래 도메인의 

노드)에 로그인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unregister --node-pnid Node_C_FQDN --username 
Node_B_sso_administrator@sso_domain.com --passwd Node_B_sso_adminuser_password

노드 C를 등록 취소한 후 서비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노드 C에 대한 참조가 노드 B와 원래 도메인에서 

노드 C에 연결되었던 다른 모든 노드에서 삭제됩니다.

3 노드 C의 전원을 켜고 연결 대상 변경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4 execute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 모드에서는 사전 확인 모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읽고 대상 노드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vCenter Server의 연결 대상이 대상 도메인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복제 

파트너 없이 연결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새 도메인으로 연결 대상을 변경) 다음을 사용하여 execute 명

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domain-repoint -m execute --src-emb-admin Administrator  --dest-domain-name 
destination_PSC_domain

cmsso-util domain-repoint 명령에 대한 인수 정의는 도메인 연결 대상 변경 명령 구문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를 동일한 도메인의 다른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연결 대상 변경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동일한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시키면 시

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응답하지 않거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로드를 분산

하려면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연결 대상을 같은 도메인 및 사이트 내의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연결 대상을 같은 도메인 및 사이트 내에서 여유 로그 용량이 있고 작동 가

능한 기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연결 대상을 변경할 동일한 도메인 및 사이트에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설치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이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cmsso-util unregister 
명령을 실행하여 노드를 제거하고 오래된 vmdir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사용 중지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kb.vmware.com/kb/2106736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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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dcrepadmin -f showservers 명령을 실행하여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와 이

전 인스턴스가 같은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 및 사이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

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kb.vmware.com/kb/2127057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vCenter HA 클러스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연결 대상을 변경하려면 

vCenter HA 구성을 제거합니다. vCenter HA 구성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의 경우 vCenter Server Appliance 셸에 루트 자격으로 로그인합니

다.

n Windows에 설치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경우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 또는 물리적 

서버에 관리자 자격으로 로그인합니다.

2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Windows에서 실행되는 경우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C:\Program Files\VMware\vCenter Server\bin으로 이동합니다.

3 cmsso-util repoint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repoint --repoint-psc psc_fqdn_or_static_ip [--dc-port port_number]

여기서 대괄호([])는 명령 옵션을 묶습니다.

여기서 psc_fqdn_or_static_ip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이

름입니다. 이 시스템 이름은 FQDN 또는 정적 IP 주소여야 합니다.

참고   FQDN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사용자 지정 HTTPS 포트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dc-port 
port_number 옵션을 사용합니다. HTTPS 포트의 기본값은 443입니다.

4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그인하여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실

행 중이고 관리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결과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새로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등록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Center HA 클러스터에서 구성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연결 대상을 변경한 경우 vCenter HA 클

러스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vCenter HA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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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
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
버전스
컨버전스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로 재구성하거나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림 6-4. 컨버전스 내부 워크플로에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단일의 독립형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하는 프로세스가 설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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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컨버전스 내부 워크플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 

0단계

1단계

가상 시스템

vCenter Server A

가상 시스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

가상 시스템

vCenter Server A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

가상 시스템

2단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

가상 시스템

vCenter Server A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

가상 시스템

새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를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의 복제 파트너로 배포

vCenter Server A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로 
연결대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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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단일 컨버전스에 대한 범례

준비 설명

0단계 0단계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 노드가 있는 원

래 vCenter Server A를 나타냅니다.

1단계 1단계에서 컨버전스 프로세스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새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를 vCenter 

Server A에 배포하고, 원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새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에 복제되도록 설정합니다.

2 새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를 구성하여 

vCenter Server A 노드에서 작동하도록 합니다.

3 vCenter Server A의 연결 대상을 새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로 변경합니다.

2단계 2단계는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가 있는 

vCenter Server A가 포함된 새 노드를 보여줍니다.

원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 프로세스는 vcsa-util 명령줄 유틸리티 또는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으로 컨버전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 환경의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컨버전스하려는 경우 https://kb.vmware.com/s/article/65129의 VMware 기술 자

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로 
컨버전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할 수 있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

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한 후에는 환경의 ESXi 호스트에 대한 인증서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이 작

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제품이 vCenter Server에 연결하려고 할 때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vSphere 보안" 설명서에서 "ESXi 인증서 갱신 또는 새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UI를 사용하여 컨버전스 작업을 수행하려면 vSphere Client에 로그인합니다.

이 비디오는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로 컨버전스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vCenter Server 컨버전스 도구(vSphere 6.7 업데이트 2)
(https://vmwaretv.vmware.com/embed/secure/iframe/entryId/1_dv9aooa1/uiConfId/
496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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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n (선택 사항) vCenter Server에 외부 인터넷 액세스가 지원되지 않으면 현재 설치된 버전의 vCenter 

Server Appliance ISO를 다운로드하여 /mnt/cdrom 폴더에 마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I 컨버전

스를 위해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및 마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재구성이 실패할 경우 복원할 수 있도록 vCenter Server 및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

턴스의 백업을 생성합니다. vCenter Server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 4 vCenter Server 

Appliance의 파일 기반 백업 및 복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vCenter HA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제거합니다. vCenter HA 구성을 

사용한 커버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컨버전스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vCenter HA 구성을 

제거합니다. 컨버전스 후 내장형 노드에서 vCenter HA 구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절차

1 vSphere Client 사이드바에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관리 패널의 배포 아래에서 시스템 구성을 클릭합

니다.

[시스템 구성] 페이지에는 FQDN 또는 IP 주소, 노드 상태, 유형, 버전, 가상 시스템 및 가동 시간 같은 

세부 정보와 함께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가 각각 나열됩니다.

2 (선택 사항) 복제 파트너를 포함하여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려면 노드 옆의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vCenter Server 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로그인하려면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선택 사항) 노드를 그래픽 형식으로 표시하려면 토폴로지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각 노드를 선택하여 해당 세부 정보를 봅니다.

4 (선택 사항) 노드를 테이블 형식으로 다시 보려면 테이블로 보기를 클릭합니다.

5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내장형으로 컨버전스를 클릭

합니다.

이 vCenter Server에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 이 노드를 컨버전스하면 모든 vCenter Server 서비스가 

다시 시작된다는 주의가 표시됩니다.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는 동안 이 vCenter Server에 있는 

vSphere Client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컨버전스 프로세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 고급 연결 모드를 통해 연결된 다른 vCenter Server에서 vSphere Client에 로그인하여, 

vSphere Client 세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컨버전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내장형으로 컨버전스] 대화상자에서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n Single Sign-On 사용자 이름.

n Single Sign-On 암호

n 사용 가능한 내장형 노드에서 선택합니다(두 번째 및 이후 컨버전스에만 해당).

n AD 가입을 선택한 경우 Active Directory 정보(대화상자가 확장됨). Active Directory 가입을 위

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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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이름

n Active Directory 도메인 암호

n DNS 서버

n Active Directory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AD 가입 건너뛰기를 선택합니다.

7 컨버전스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백업을 생성했음을 확인합니다.

8 컨버전스를 클릭합니다.

결과

컨버전스가 완료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를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 해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환경의 ESXi 호스트에 대한 인증서를 새로 고칩니다. "vSphere 보안" 설명서에서 "ESXi 인증서 갱신 

또는 새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UI 컨버전스를 위해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및 마운트
VMware는 vCenter Server Appliance의 설치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 ISO 

이미지를 릴리스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외부 인터넷 액세스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를 다

운로드하고 마운트하여 vSphere Client를 통해 컨버전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https://my.vmware.com/web/vmware/에서 My VMware 계정을 생성합니다.

n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VMware 웹 사이트(https://my.vmware.com/web/vmware/downloads)에서 vCenter Server 

Appliance 6.7 업데이트 2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VMware-VCSA-all-version_number-build_number.iso

2 md5sum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vmware.com/download/md5.html에서 VMware 웹 사이트 항목 

"Using MD5 Checksums" (MD5 체크섬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3 ISO 이미지를 vCenter Server Appliance의 CD/DVD 드라이브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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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를 /mnt/cdrom 폴더에 마운트합니다.

mount /dev/cdrom /mnt/cdrom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 해제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Linux 기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

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로 컨버전스한 이후 

원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서비스를 해제합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해당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종료되고 Single Sign-On 도메인에서 제거됩니다.

배포에 여러 개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인스턴스 하나는 vCenter Server

를 가리키고 다른 인스턴스는 복제 파트너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먼저 vCenter Server를 가리키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서비스를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배포에서 다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복제 파트너로 작동하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는 vCenter Server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복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서비스를 해제할 수 없습

니다.

참고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Linux 기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기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서비스를 해제하려면 cmsso-util 유틸리티를 사용

합니다. 기술 자료 문서 KB 2106736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서비스를 해제하기 전에,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가리키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없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에 배포된 제품 중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제품을 재구성하여 새로 배포된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서비스를 해제하기 전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백업을 생성합니다.

절차

1 [시스템 구성] 페이지에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선택하고 PSC 서비스 해제를 클릭합니다.

2 Single Sign-On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해제를 클릭합니다.

결과

서비스 해제를 수행하기 위해 로그인한 vCenter Server가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며, 이 동안 UI에 액

세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해제 프로세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서비스가 해제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가상 시스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새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등록된 외부 솔루션 또는 제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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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로 
컨버전스
vcsa-util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할 수 있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배포하거나 설치한 경우 컨버전스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이 컨버전스는 vcsa-util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vcsa-util 유틸리티는 vcsa-
converge-cli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n Linux 64비트: lin64/vcsa-util

n MasOS X: mac/vcsa-util

n Windows: win32/vcsa-util.exe

컨버전스 유틸리티는 한 개의 도메인 내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를 여러 도메인 간에 실행

할 수 없습니다.

참고   vcsa-util 명령은 Windows, Linux 또는 Mac OS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 유틸리티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각 노드에서 동일한 버전을 실행하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Windows에 설치된 vCenter Server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

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한 후에는 환경의 ESXi 호스트에 대한 인증서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이 작

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제품이 vCenter Server에 연결하려고 할 때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vSphere 보안" 설명서에서 "ESXi 인증서 갱신 또는 새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Appliance 6.7 업데이트 2 ISO를 다운로드하고 마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Center 

Server Appliance 설치 관리자 다운로드 및 마운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재구성이 실패할 경우 복원할 수 있도록 vCenter Server 및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의 백업을 생성합니다.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vCenter HA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제거합니다. vCenter HA 구성을 사

용한 커버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컨버전스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vCenter HA 구성을 제거

합니다. 컨버전스가 완료된 이후 내장형 노드에서 vCenter HA 구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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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converge.json 및 decommission_psc.json 템플릿을 편집하여 관리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 및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converge.json 템플릿 준비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노드를 내장형 노드로 재구성하기 위한 JSON 구성 파일 준비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DRS 구성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JSON 파일에 ESXi 호스트가 아니라 vCenter Server만 입력합니다.

2 사전 확인 모드에서 컨버전스 명령을 실행합니다. 사전 확인은 컨버전스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JSON 파일을 확인하고 충돌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사전 확인 모드에서 컨버전스 명령을 실행하려면 

vcsa-util converge --precheck-only converge.json을 입력합니다.

3 Windows, Linux 또는 Mac OS 운영 체제에서 실행 중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vcsa-util 
converge converge.json 명령을 실행하여 컨버전스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새 내장

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vsca-util converge 명령에 대한 사용 

가능한 인수 목록은 컨버전스 명령의 구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및 vCenter Server를 백업한 경우 yes 또는 no 를 입력합니다.

b 이 명령은 인증서의 지문을 제공하고 수락 여부를 묻습니다. 1을 입력하여 수락하고 계속합니다.

유틸리티 실행이 완료한 후 vCenter Server Appliance 장치 관리 인터페이스(https://appliance-
IP-address-or-FQDN:5480)에 로그인하면 vCenter Server에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사항)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는 환경에 배포된 모든 제품을 재구성하여 새

로 배포된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5 vcsa-util decommission decomission.json 명령을 실행하여 원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서비스를 해제합니다. 이 작업은 SSO 도메인에서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제거합니다.

vcsa-util decommission 유틸리티는 cmsso-util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해제합니다. cmsso-util를 사용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해제하는 경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수동으로 종료한 후 cmsso-util를 사용하여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

다. cmsso-util 명령을 직접 사용하는 지침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https://kb.vmware.com/s/

article/2106736)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서비스를 해제하기 전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종료하거나, cmsso-util을 사용하

여 수동으로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으면 보안 및 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환경의 ESXi 호스트에 대한 인증서를 새로 고칩니다. "vSphere 보안" 설명서에서 "ESXi 인증서 갱신 또는 

새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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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노드를 내장형 노드로 재구성하기 위한 JSON 구성 파일 준비
CLI를 실행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재구성하거나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해제하기 전에 구성 

매개 변수 및 규격 값이 포함된 JSON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converge.json 및 decommission_psc.json 샘플 템플릿은 vcsa-converge-
cli\templates\converge 및 vcsa-converge-cli\templates\decommission에 위치합니다. 템

플릿을 업무 공간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샘플 템플릿에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버전스 구성 매개 변수

converge.json 구성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는 부, 섹션 및 하위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표 6-3. converge.json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

부 섹션 하위 섹션 설명

vCenter description comments 장치가 실행 중인 vCenter 

Server Appliance 및 ESXi 호

스트를 설명합니다.

managing_esxi_or_vc hostname vCenter Server가 상주하는 

vCenter Server의 ESXi 호스

트에 대한 FQDN 또는 IP 주

소입니다.

username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ID입니다. 예를 

들어 ESXi 호스트의 경우 

root이고, vCenter Server의 

경우 
administrator@SSO_domai

n 입니다.

password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생

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vc_appliance hostname vCenter Server Appliance의 

FQDN 또는 IP 주소입니다.

username administrator@SSO_domai

n입니다. 여기서 

SSO_domain은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On 도

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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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converge.json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부 섹션 하위 섹션 설명

password vCenter Single Sign-On 관

리자 암호입니다. 생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root_password vCenter Server Appliance 

루트 암호입니다. 생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ad_domain_info

참고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Active 

Directory에 가입되지 않은 경

우 JSON 템플릿에서 이 섹션

을 제거하십시오.

domain_nam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Active Directory 도메

인에 대한 FQDN 또는 IP 주

소입니다.

username 시스템을 제공된 도메인에 가

입할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ID입

니다.

password 시스템을 제공된 도메인에 가

입할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암호입니다.

dns_ip (선택 사항)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을 확인하는 DNS 

IP 주소입니다. 기존 DNS 설

정에서 제공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plication description 제공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복제되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설명합니다.

partner hostname 대상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노드의 FQDN 또

는 IP 주소입니다.

컨버전스 구성 파일 템플릿

샘플 converge.json 템플릿:

{
    "__version": "2.11.0",
    "__comments": "Template for VCSA with external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converge",
        "vcenter": {
            "description": {
               "__com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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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ection describes the vCenter appliance which you want to",
                    "converge and the ESXi host on which the appliance is running. "
                ]
            },
            "managing_esxi_or_vc": {
                "hostname": "<FQDN or IP address of the ESXi or vCenter on which the vCenter 
Server Appliance resides.>",
                "username": "<Username of a user with administrative privilege on the ESXi 
host or vCenter Server. For example 'root' for ESXi and 'administrator@<SSO domain name>' for 
vCenter >",
                "password": "<Password of the administrative user on the ESXi host or vCenter 
Server.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
            "vc_appliance": {
                "hostname": "<FQDN or IP address of the vCenter Server Appliance>",
                "username": "administrator@<SSO domain name>",
                "password": "<vCenter Single Sign-On administrator password.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root_password": "<Appliance root password.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
            "ad_domain_info": {
                "__comments": [
                    "Important Note: This section is needed only when PSC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ppliance is joined to a domain.",
                    "Remove this section if PSC appliance is not joined to a domain.",
                    "Keeping this section without valid values results in JSON validation 
errors."
                ],
                "domain_name": "<Domain name of th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ppliance's 
AD domain>",
                "username": "<AD domain username with privileges to join any machine to the 
provided domain>",
                "password": "<AD domain password with privileges to join any machine to the 
provided domain>",
                "dns_ip": "<DNS IP which resolves AD domain name. This is an optional field 
and is required only when the provided AD domain cannot be resolved by the existing DNS 
setting of the VCSA node.>"
            }
        },
    "replication": {
            "description": {
               "__comments": [
               "Important Note: Make sure you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is section very 
carefully, as this changes the replication topology.",
               "Refer to the documentation for complete details. Remove this section if this 
is first converge operation in your setup.",
               "This section provides details of the PSC node which will be set up as a 
replicated node for a new PSC on the target VCSA node."
            ]
                },
            "partner": {
                "hostname": "<FQDN or IP address of the target VCSA PSC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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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제 구성 매개 변수

decommision_psc.json 구성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는 부, 섹션 및 하위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표 6-4. decommisision_psc.json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

부 섹션 하위 섹션 설명

psc description comments 해제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와 장치가 실

행 중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호스트를 설명합니

다.

managing_esxi_or_vc hostnam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 상주하는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의 FQDN 또

는 IP 주소입니다.

username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ID입니다. 예를 

들어 ESXi 호스트의 경우 

root이고, vCenter Server의 

경우 
administrator@SSO_domai

n 입니다.

password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생

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ort (선택 사항) 호스트에 대한 포

트입니다. 기본 포트는 443입

니다.

psc_appliance hostname 해제할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장치의 

FQDN 또는 IP 주소입니다.

참고   해제 전에 현재 이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를 사용 중인 다른 솔루션이 없

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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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decommisision_psc.json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부 섹션 하위 섹션 설명

username administrator@SSO_domai

n입니다. 여기서 

SSO_domain은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On 도

메인입니다.

password vCenter Single Sign-On 관

리자 암호입니다. 생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root_password vCenter Server Appliance 

루트 암호입니다. 생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vcenter description comments 제공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복제되는 내장형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설명합니다.

managing_esxi_or_vc hostname vCenter Server Appliance가 

상주하는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의 FQDN 또

는 IP 주소입니다.

username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 ID입니다. 예를 

들어 ESXi 호스트의 경우 

root이고, vCenter Server의 

경우 
administrator@SSO_domai

n 입니다.

password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Server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생

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ort (선택 사항) 호스트에 대한 포

트입니다. 기본 포트는 443입

니다.

vc_appliance hostname vCenter Server Appliance의 

FQDN 또는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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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decommisision_psc.json 파일의 구성 매개 변수 (계속)

부 섹션 하위 섹션 설명

username administrator@SSO_domai

n입니다. 여기서 

SSO_domain은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vCenter Single Sign-On 도

메인입니다.

password vCenter Single Sign-On 관

리자 암호입니다. 생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root_password vCenter Server Appliance 

루트 암호입니다. 생략된 경우 

템플릿을 확인하는 동안 명령 

콘솔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해제 구성 파일 템플릿

샘플 decommission.json 템플릿:

{    
"__comments": "Template for decommissioning PSC node with converge CLI tool.",
    "__version": "2.11.0",
        "psc": {
            "description": {
               "__comments": [
                   "This section describes the PSC appliance which you want to",
                    "decommission and the ESXi host on which the appliance is running. "
                ]
            },
            "managing_esxi_or_vc": {
                "hostname": "<FQDN or IP address of the ESXi or vCenter on which th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ppliance resides.>",
                "username": "<Username of a user with administrative privilege on the ESXi 
host or vCenter Server. For example 'root' for ESXi and 'administrator@<SSO domain name>' for 
vCenter >",
                "password": "<Password of the administrative user on the ESXi host or vCenter 
Server.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port": "This section may be removed, if default port is 443. If not, custom 
port have to be specified"
            },
            "psc_appliance": {
                "hostname": "<FQDN or IP address of th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ppliance>",
                "username": "administrator@<SSO domain name>",
                "password": "<vCenter Single Sign-On administrator password.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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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root_password": "<Appliance root password.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
        }
        "vcenter": {
            "description": {
               "__comments": [
                    "This section describes the embedded vCenter appliance which is in ",
                    "replication with the provided PSC"
                ]
            },
            "managing_esxi_or_vc": {
                "hostname": "<FQDN or IP address of the ESXi or vCenter on which the vCenter 
Server Appliance resides.>",
                "username": "<Username of a user with administrative privilege on the ESXi 
host or vCenter Server. For example 'root' for ESXi and 'administrator@<SSO domain name>' for 
vCenter >",
                "password": "<Password of the administrative user on the ESXi host or vCenter 
Server.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port": "This section may be removed, if default port is 443. If not, custom 
port have to be specified"
            },
            "vc_appliance": {
                "hostname": "<FQDN or IP address of the vCenter Server Appliance>",
                "username": "administrator@<SSO domain name>",
                "password": "<vCenter Single Sign-On administrator password.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root_password": "<Appliance root password. If left blank, or omitted, you 
will be prompted to enter it at the command console during template verification.>"
            }
        }
}

컨버전스 명령의 구문
명령 인수를 사용하여 vcsa-util converge 명령의 실행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vsca-util converge 명령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재구성합니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단일의 독립형 vCenter Server를 내장형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컨버전스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vcsa-util converge [--help] [--template-help] [--log-dir LOG_DIR] [--pause-on-warnings] [--
verbose | --terse] [--no-ssl-certificate-verification] [--skip-domain-handling] [--verify-
template-only | --precheck-only]  [--silent] [--backup-taken] [--skip-reboot] [--skip-domain-
hadling] converg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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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해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vcsa-util decommision [--help] [--template-help] [--log-dir LOG_DIR] [--pause-on-warnings] [--
verbose | --terse] [--no-ssl-certificate-verification] [--verify-template-only | --precheck-
only] decommission_psc.json

인수 설명

converge.json 컨버전스 절차를 지정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된 JSON 파일 

또는 JSON 파일 경로입니다.

decommission_psc.json 해제 절차를 지정하는 구성 매개 변수가 포함된 JSON 파일 또

는 JSON 파일 경로입니다.

--backup-taken (선택 사항) 백업이 이미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인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v, --verbose (선택 사항) 콘솔에서 디버그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매개 변수

를 설정하면 --terse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t, --terse (선택 사항) 콘솔에서 주의 및 오류 정보만 표시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 --verbose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log-dir (선택 사항) LOG_DIR을 로그 및 기타 출력 파일에 대한 디렉토

리로 지정합니다.

--no-ssl-certificate-verification (선택 사항) 모든 서버 연결에 대한 보안 인증서 확인을 건너뜁

니다.

--pause-on-warnings (선택 사항) 일시 중지 후 일부 주의가 확인될 때까지 대기합니

다.

--precheck-only (선택 사항) 컨버전스에 대한 사전 확인을 수행합니다.

--verify-template-only (선택 사항) 기본 템플릿 확인만 수행하고 추가 사전 확인은 실

행하지 않습니다. 추가 사전 확인을 실행하려면 --precheck-
only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silent (선택 사항) 자동 모드에서 컨버전스를 실행하여 메시지가 표시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인수를 지정하면 컨버전스에서 메시지

가 표시되지 않고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skip-reboot (선택 사항) ADdomain 가입 후 시스템 재부팅을 건너뜁니다. 

AD 도메인 환경에만 적용됩니다.

--skip-domain-handling (선택 사항) 도메인에 가입하는 모든 작업을 건너뜁니다.

--template-help (선택 사항) 템플릿 설정에 대한 도움말을 검색합니다.

-h, --help (선택 사항) vsca-util 명령에 대한 도움말 메시지를 표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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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독립형 vCenter Server
를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로 
재구성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독립형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배포 또는 설치했으며 추가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을 확장하려는 경우 기존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재구성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연결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 6-5.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독립형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재구성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연결 대상 변경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А

VM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А’

VM 또는 물리적 서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А’

VM 또는 물리적 서버

VM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А

VM 또는 물리적 서버

vCenter Server А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를
Platorm Services Controller A의 복제 파트너로 배포 또는 설치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재구성하여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로 연결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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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범례

화살표 또는 선 설명

두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 간 복제 동의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에 대한 vCenter Server 등

록

전환 단계

참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를 재구성하여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로 연결 대상을 변경하는 작업은 단방향 프로세스로, 이를 수행한 후에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로 다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동일한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에서 기존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의 

복제 파트너로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배포하거나 설치합니다.

참고   vmfad-cli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vCenter Single Sign-On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경우 루트 자격으로 장치 

셸에 로그인하고 명령을 실행합니다.

/usr/lib/vmware-vmafd/bin/vmafd-cli get-site-name --server-name localhost

n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Windows에 설치된 경우 관

리자로 Windows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Windows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명령을 실행합니다.

C:\Program Files\VMware\vCenter Server\vmafdd\vmafd-cli get-site-name --server-name 
localhost

n 재구성이 실패할 경우에 스냅샷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및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가 있는 vCenter Server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n vCenter HA 클러스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재구성하려는 경우 vCenter HA 구성을 제거합니다. vCenter HA 구성 제거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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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내장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옵션 단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 내장된 vCenter Server 

Appliance의 경우

장치 셸에 루트 자격으로 로그인합니다.

n 장치 콘솔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면 Alt+F1을 누릅니다.

n 원격으로 연결하려면 SSH 또는 다른 원격 콘솔 연결을 사용하여 장치의 세션을 시작합니

다.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가 내장된 vCenter Server가 

Windows에 설치된 경우

관리자로 Windows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Windows 명령 프롬프트를 연 다음 C:\Program 
Files\VMware\vCenter Server\bin으로 이동합니다.

2 모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service-control --status --all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 중이어야 하는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서비스로는 VMware License Service, VMwar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VMware Security Token Service, VMware Certificate Service 및 

VMware Directory Service가 있습니다.

3 cmsso-util reconfigure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so-util reconfigure --repoint-psc psc_fqdn_or_static_ip --username username --
domain-name domain_name --passwd password [--dc-port port_number]

여기서 대괄호([ ])는 옵션 항목을 묶습니다.

여기서 psc_fqdn_or_static_ip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

되는 시스템 이름입니다. 이 시스템 이름은 FQDN 또는 정적 IP 주소여야 합니다.

참고   FQDN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username 및 password 옵션은 vCenter Single Sign-On domain_name의 관리자 이름과 암호입니

다.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사용자 지정 HTTPS 포트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dc-port 옵

션을 사용하십시오. HTTPS 포트의 기본값은 443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사용자 지정 HTTPS 포트 449에서 실행되는 경우 다

음을 실행해야 합니다.

cmsso-util reconfigure --repoint-psc psc.acme.local --username administrator --
domain-name vsphere.local --passwd Password1! --dc-port 449

4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인스턴스에 로그인하여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가 실

행 중이고 관리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결과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에 대해 수준 내리기가 적용되고 vCenter 

Server가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로 리디렉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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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n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서 추가적인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배포 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HA 클러스터에서 구성된, 내장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가 있는 vCenter Server 

Appliance를 재구성한 경우 vCenter HA 클러스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vCenter HA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phere 가용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Center Server 설치 및 설정

VMware, Inc. 180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배포 문제 
해결 7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배포 문제 해결 항목에서는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 프로세스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그 수집

n 이전 설치 실패 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시도

n 지원되지 않는 호환성 모드로 설정된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가 실패함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그 
수집
vCenter Server에 대한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로그 파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경우 로그 파일을 확인하면 실패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마법사 방법 또는 수동 방법을 선택하여 Windows 설치 실패에 대한 vCenter Server의 로그 파일을 

저장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로그 파일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n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설치 로그 수집

설치 마법사의 설치 중단 페이지를 사용하여 Windows 설치 로그 파일에 대한 vCenter Server의 생

성된 .zip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n 설치 로그 수동으로 검색

조사를 위해 설치 로그 파일을 수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로그 파일 수집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가 실패하는 경우 로그 파일을 검색하여 실패 이유를 조사할 수 있습

니다.

n 문제 해결을 위해 vCenter Server 지원 번들 내보내기

문제 해결을 위해 DCUI 홈 화면에 표시되는 URL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지원 번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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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설치 로그 수집
설치 마법사의 설치 중단 페이지를 사용하여 Windows 설치 로그 파일에 대한 vCenter Server의 생성

된 .zip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치가 실패하면 설치 중단 페이지가 나타나며 로그 수집 확인란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절차

1 확인란을 그대로 두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설치 파일은 데스크톱의 .zip 파일에서 수집됩니다. VMware-VCS-logs-time-of-
installation-attempt.zip이 그 예로 여기서 time-of-installation-attempt는 설치 시도의 연도, 

월, 날짜, 시간, 분 및 초를 표시합니다.

2 데스크톱의 .zip 파일에서 로그 파일을 검색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로그 파일을 조사하여 오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설치 로그 수동으로 검색
조사를 위해 설치 로그 파일을 수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설치 로그 파일 위치로 이동합니다.

n %PROGRAMDATA%\VMware\vCenterServer\logs 디렉토리(주로 

C:\ProgramData\VMware\vCenterServer\logs)

n %TEMP% 디렉토리(주로 C:\Users\사용자 이름\AppData\Local\Temp)

%TEMP%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vc-install.txt, vminst.log, pkgmgr.log, pkgmgr-comp-
msi.log 및 vim-vcs-msi.log를 포함합니다.

2 조사를 위해 텍스트 편집기에서 설치 로그 파일을 엽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의 배포 로그 파일 수집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가 실패하는 경우 로그 파일을 검색하여 실패 이유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전체 경로가 vCenter Server Appliance 배포 마법사에 표시됩니다.

첫 번째 부팅이 실패하는 경우 Windows 호스트 시스템에 지원 번들을 다운로드하고 로그 파일을 조사하

여 어떤 첫 번째 부팅 스크립트가 실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vCenter Server 지원 

번들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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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vCenter Server Appliance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폴더로 이동

합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 폴더는 

C:\Users\Administrator\AppData\Local\VMware\CIP\vcsaInstaller입니다.

2 조사를 위해 텍스트 편집기에서 설치 로그 파일을 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vCenter Server 지원 번들 내보내기
문제 해결을 위해 DCUI 홈 화면에 표시되는 URL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지원 번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Bash 셸에서 vc-support.sh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지원 번들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번들을 .tgz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절차

1 번들을 다운로드하려는 Windows 호스트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 웹 브라우저를 열고 DCUI에 표시되는 지원 번들에 대한 URL을 입력합니다.

https://appliance-fully-qualified-domain-name:443/appliance/support-bundle

3 루트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4 Enter 키를 클릭합니다.

지원 번들은 Windows 시스템에서 .tgz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5 (선택 사항) 실패한 firstboot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firstbootStatus.json 파일을 검

사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 Bash 셸에서 vc-support.sh 스크립트를 실행한 경우 

firstbootStatus.json 파일을 검토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cat /var/log/firstboot/firstbootStatus.json

이전 설치 실패 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 시도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데이터를 복제하려고 할 때 기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의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장된 또는 외부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설치하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를 vCenter 

Single Sign-On 도메인 또는 사이트에 가입시키려고 할 때 설치가 실패할 수 있으며 실패로 인해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연합에 불완전한 데이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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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설치가 실패할 때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습니

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를 설치합니다.

2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를 설치하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와 동일한 도메인에 가입

시키려고 할 때 설치가 실패합니다.

3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에 불완전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를 설치하고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와 동일한 도메인에 가입시키려는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합니다.

해결책

1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A를 설치하는 시스템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명령 프롬프트에서 vdcleavefed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vdcleavefed 명령은 C:\Program Files\VMware\vCenter Server\vmdird\(Windows) 

및 /usr/lib/vmware-vmdir/bin/(Linux)에 있습니다.

3 vdcleavefed 명령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vdcleavefed -h Platform-Services-Controller-B-System-Name -u Administrator

4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B를 설치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호환성 모드로 설정된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
스로 인해 vCenter Server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가 실패함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버전의 호환성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vCenter Server를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설치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제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입력한 DB 사용자에게는 선택한 DB에 대해 vCenter 
Server를 설치 및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오류를 해결하십시오. %s

원인

vCenter Server에 해당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SQL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되는 

버전일지라도 지원되지 않는 버전의 호환성 모드로 실행되도록 설정되면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

어, SQL 2008이 SQL 2000 호환성 모드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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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u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되는 버전인지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버전의 호환성 모드로 설정

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http://partnerweb.vmware.com/

comp_guide2/sim/interop_matrix.ph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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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제거 8
VMware vCenter Server를 제거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   내장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vCenter Server를 제거하면 내장된 데이터베

이스가 제거되고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제거하는 경우 호스트 및 클러스터 인벤토리에서 호스트를 제거합니다.

절차

1 Windows 시스템의 관리자로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을 클릭합니다.

2 목록에서 VMware vCenter Server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3 제거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4 마침을 클릭합니다.

5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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