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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설명서는 대역내 노드 액세스, 대역외 노드 액세스 및 노드 전원 
제어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으면 
노드에 연결하고, 노드의 전원을 제어하고, 사용자 정의 보기를 
생성하고, 노드를 검색하며, 노드 채팅을 사용하여 동일한 노드에 
연결된 다른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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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전제조건 ....................................................................................................1 
용어/약어 ...................................................................................................1
 
 

전제조건 

노드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노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노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도 구성해야 합니다. 노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ritan의 CommandCenter 
Secure Gateway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용어/약어 

• iLO/RILOE - Hewlett Packard의 Integrated Lights Out/Remote 
Insight Lights Out 서버이며 CC-SG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iLO/RILOE 장치의 대상 전원은 켜지거나 꺼져 있으며 직접 
켜기/끄기를 반복합니다. 

• 대역내 액세스 - 네트워크의 노드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CP/IP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KVM 및 직렬 장치는 이러한 
대역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moteDesktop Viewer, SSH Client, VNC Viewer. 

• IPMI 서버 - CC-SG에서 제어할 수 있는 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서버입니다. 

• 대역외 액세스 - Raritan Remote Client(RRC), Raritan Console(RC), 
Multi-Platform Client(MPC) 또는 가상 KVM Client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KVM 및 네트워크의 직렬 장치에 
연결된 노드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합니다. 

• 포트 - Raritan 장치와 노드 간의 연결점입니다. 포트는 Raritan 
장치에만 존재하며 해당 장치에서 노드까지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 노드 - CC-SG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예: 서버, 
데스크탑 PC 또는 기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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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CC-SG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 CC-SG는 두 개의 브라우저 기반 
액세스 옵션인 Java 기반 CC-SG Admin 클라이언트 및 HTML 
기반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브라우저 및 플랫폼의 전체 목록은 Raritan 웹 사이트의 펌웨어 및 
설명서 아래에 있는 지원 섹션에서 CC-SG 호환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씩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Java 
Web Start 씩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씩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기반 CC-SG Admin 클라이언트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2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통한 브라우저 기반 액세스....................3 
CC-SG Admin 클라이언트를 통한 브라우저 기반 액세스 .....................5 
씩 클라이언트 액세스...............................................................................6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아웃 ............................................................7 

 
 

시작하기 전에 

CC-SG는 사용자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합니다. 
지원되는 Java Runtime Environment(JRE) 버전을 설치하고 팝업 
차단기를 비활성화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원되는 Java Runtime Environment(JRE) 버전 설치 

브라우저는 올바른 버전의 JRE가 설치되어야 CC-SG Admin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CC-SG 최소 버전과 
다른 JRE 버전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JRE 버전을 찾으려면 
관리자와 확인하십시오. 

 Windows OS의 JRE 버전을 확인하려면: 

1. 제어판을 엽니다. 

2.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클릭합니다. 현재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J2SE 또는 Java 2 Runtime Environment 버전 번호를 확인합니다. 

2 CC-SG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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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E 버전이 CC-SG 릴리스와 호환되는지 확인하려면: 

관리 > 호환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Sun 
JRE를 찾습니다. 

 JRE를 업그레이드하려면: 

http://java.sun.com/products/archive 
(http://java.sun.com/products/archive)로 이동합니다. 
 

팝업 차단기 비활성화 

클라이언트 PC 및 브라우저는 모두 팝업 차단기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Windows XP OS에서 팝업 차단기를 비활성화하려면: 

1. 제어판을 엽니다. 

2.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3. 개인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4. 팝업 차단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5. 적용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통한 브라우저 기반 액세스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는 HTML 기반 클라이언트로서 권한에 따라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합니다. 

1. 지원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CC-SG의 URL인  
https://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https://10.0.3.30 
(https://10.0.3.30).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2. CC-SG 관리자가 제한된 서비스 계약을 설정한 경우 계약 
텍스트를 읽은 다음 제한된 서비스 계약을 읽고 동의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이 올바르면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의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http://java.sun.com/products/archive
https://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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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오류 메시지 

여러 노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CC-SG가 로드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이 페이지에 있는 스크립트로 인해 Internet Explorer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계속 실행하는 경우 컴퓨터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실행을 멈추시겠습니까? 

FireFox 1.5 또는 2.0 
이 페이지의 스크립트가 사용 중이거나 응답을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크립트를 중지하거나 계속 진행하여 해당 스크립트가 
완료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 메시지는 스크립트 실행이 기본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스크립트를 계속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특정 클라이언트, 서버 속도 및 로드 중인 데이터의 양에 따라 
메시지가 다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Internet Explorer에서 실행되도록 허용하는 기본 
시간을 변경하려면: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Knowledge Base 문서 175500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가 Firefox에서 실행되도록 허용하는 기본 시간을 
변경하려면: 

이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m.max_script_run_time에 관한 
MozillaZine Knowledge Base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kb.mozillazine.org/Dom.max_script_run_time 
http://kb.mozillazine.org/Dom.max_script_run_time 

1. Firefox에서 숨겨진 구성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a. Firefox 주소 표시줄에 about: config를 입력합니다. 

b. 숨겨진 구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2. 필터 필드에서 dom.max_script_run_time을 입력합니다. 
목록은 하나의 항목만 표시하도록 새로 고침됩니다. 

http://kb.mozillazine.org/Dom.max_script_run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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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m.max_script_run_time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수정을 선택합니다. 

4. 정수 값 입력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100과 같이 큰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CC-SG Admin 클라이언트를 통한 브라우저 기반 액세스 

CC-SG Admin 클라이언트는 권한에 따라 관리 및 액세스 작업 모두에 
대한 GUI를 제공하는 Java 기반 클라이언트입니다. 

1. 지원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CC-SG의 URL을 입력한 
후 /admin: https://IP 주소/admin을 입력합니다(예: 
https://10.0.3.30/admin (https://10.0.3.30/admin)). 

JRE 비호환성 경고 창이 표시되는 경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적합한 JRE 버전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JRE가 설치되면 이 
절차를 다시 시도합니다. JRE 비호환성 (p. 5)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새 JRE 버전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서비스 계약이 표시되는 경우 계약 텍스트를 읽은 후 
제한된 서비스 계약을 읽고 동의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이 올바르면 CC-SG Admin 클라이언트가 열립니다. 
 

JRE 비호환성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JRE의 최소 요구 버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CC-SG Admin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C-SG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필요한 JRE 파일을 
찾을 수 없을 경우 JRE 비호환성 경고 창이 열립니다.  

JRE 비보환성 경고 창이 표시되면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JRE 버전을 
선택하여 설치하거나 새 JRE 버전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JRE가 설치되면 CC-SG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권장되는 JRE 최소 버전 및 비호환성 경고 창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JRE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https://10.0.3.30/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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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클라이언트 액세스 

CC-SG 씩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애플릿을 실행하는 대신, 
Java Web Start를 시작하여 CC-SG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씩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속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 브라우저를 훨씬 
능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C-SG 씩 클라이언트는 권한에 따라 
Java 기반 Admin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기능인 작업의 관리 및 액세스 
모두를 위한 GUI를 제공합니다. 
 

씩 클라이언트 설치 

1. CC-SG에서 씩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이 URL http(s)://<IP_address>/install, 여기서 
<IP_address>는 CC-SG의 IP 주소입니다. 

2. 보안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시작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계속합니다. 

3.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Java 버전 1.4를 실행하고 있을 경우, 
데스크탑 통합 창이 나타납니다. Java가 바탕 화면에 씩 
클라이언트의 단축 아이콘을 추가하게 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옵션입니다. 

4.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CC-SG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새 창이 
나타납니다. 

5. 연결 IP 필드에 액세스하려는 CC-SG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연결되면 이 주소는 연결 IP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는 데스크탑에 저장된 등록정보 파일에 
저장됩니다. 

6. 안전한 브라우저 연결을 위해 CC-SG가 구성된 경우, 보안 소켓 
층(SSL)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한 브라우저 연결을 위한 
CC-SG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보안 소켓 층(SSL)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이 설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씩 클라이언트가 
CC-SG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CC-SG의 설정을 확인하려면: 관리 > 보안을 선택합니다. 일반 
탭에서 브라우저 연결 프로토콜 필드를 확인합니다. 
HTTPS/SSL 옵션이 선택된 경우 씩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사양 창에서 보안 소켓 층 SSL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HTTP 옵션이 선택된 경우 씩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사양 
창에서 보안 소켓 층 SSL 확인란을 선택 취소해야 합니다. 

7. 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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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지 않는 Java Runtime Environment(JRE) 버전을 사용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지원되는 Java 
버전을 다운로드하거나 현재 설치된 버전을 계속 사용합니다. 

8.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씩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기반 Java 
클라이언트와 비슷한 형태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한된 
서비스 계약을 활성화한 경우 계약 텍스트를 읽은 다음 제한된 
서비스 계약을 읽고 동의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 해당 필드에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씩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CC-SG 액세스 

씩 클라이언트가 설치되면, 사용하는 Java 버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씩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합니다. 

 Java 1.4x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Java 버전 1.4.x를 실행하고 씩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때 데스크탑 통합 창에서 예를 클릭한 경우, 바탕화면의 단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씩 클라이언트를 시작하고 CC-SG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축 아이콘이 없다면, 언제든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AMcc.jnlp를 검색하고 해당 파일에 
대한 단축 아이콘을 생성합니다. 

 Java 1.5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Java 버전 1.5를 실행할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Java 제어판의 Java 애플리케이션 캐시 뷰어(Cache Viewer)에서 
씩 클라이언트를 시작합니다. 

2. Java 제어판의 Java 애플리케이션 캐시 뷰어(Cache Viewer)를 
사용하여 데스크탑에서 씩 클라이언트를 위한 단축 아이콘을 
설치합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아웃 

액세스 클라이언트 사용을 마치면 로그아웃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먼저 로그아웃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브라우저 
창을 닫으면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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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따라 노드 찾기 및 보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의 탐색 및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노드를 찾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려면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찾기 
및 보기 (p. 8) 및 Admin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찾기 및 보기 (p. 12)를 
참조하십시오. 

각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정의 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왼쪽 패널에 
노드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려면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 (p. 20) 및 Admi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 (p. 23)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찾기 및 보기 ............................................8 
Admin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찾기 및 보기...........................................12 
사용자 정의 보기 ....................................................................................19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 ...................................20 
Admi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23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찾기 및 보기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연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는 노드 내역 화면이 있으며 이 
화면에서는 액세스할 수 있는 연관된 인터페이스를 모두 나열합니다. 
노드가 가상 매체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노드 내역 화면은 가상 
매체가 노드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왼쪽 패널의 노드 목록(모든 노드, 즐겨찾기 및 최근) 중 하나에서 
노드를 클릭하여 노드 내역 화면을 엽니다. 화면 맨 위에 있는 노드 
탭을 클릭하여 다른 탭을 본 후 선택한 노드의 노드 내역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노드 찾기 및 보기 



 3: 노드 찾기 및 보기 
 

 
9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 화면 개요 

 

1. 사사사 ID 및 날날: CC-SG 시시시 날날 및 시시시 사사사 ID가 
왼왼 패패패 맨 위위 표시표표표. 사사사 ID 하이이이이이 
클클하클 내 프프프 탭탭 엽표표. 

2. 검색: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노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노드 목록: 노드 목록은 검색 필드 아래에 표시됩니다. 각 
목록에서 아이콘은 각 노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든 노드 
목록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겨찾기 목록은 사용자가 개인화한 노드 목록입니다. 노드를 
추가 및 삭제하고 즐겨찾기 노드의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목록은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10개의 노드를 표시합니다. 
노드 탭을 열려면 노드를 클릭합니다. 노드 탭에는 선택한 노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된 노드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드 탭에서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다른 사용자와 채팅하고 
전원 제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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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용한 링크: 유용한 링크 섹션에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C-SG Admin 클라이언트를 시작하는 링크와 
CommandCenter Secure Gateway 사용자 설명서를 여는 하이퍼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화면상의 도움말: 화면 맨 아래에 있는 도움말 섹션은 검정색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6. 기본 화면 영역: 메뉴 모음 및 도구 모음에서 선택하는 명령을 이 
기본 영역에 표시합니다. 

7. 로그아웃: CC-SG를 로그아웃하려면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8. 탐색 탭: 탐색 탭은 모든 화면의 맨 위에 있습니다. 관련 화면을 
열려면 탭을 클릭합니다. 

 

노드 목록 

CC-SG HTML 클라이언트의 왼쪽 패널에는 노드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노드 보기를 제공하는 세 가지 
목록: 모든 노드, 즐겨찾기 및 최근 노드. 각 목록에서 아이콘은 각 
노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목록 중 하나에서 노드를 클릭하여 노드 
프로필을 열 수 있습니다. 

노드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 (p. 20)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노드 목록 

모든 노드 목록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노드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를 적용했다면 모든 노드 목록은 사용자 정의 
보기의 사양에 따라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p. 19)를 
참조하십시오. 
 

이름이나 상태별로 노드 정렬 

모든 노드 목록을 노드 이름이나 노드 상태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름별로 노드를 정렬하려면: 

1. 모든 노드 목록을 엽니다. 

2. >이름별로 노드 정렬을 선택합니다.  

 상태별로 노드를 정렬하려면: 

1. 모든 노드 목록을 엽니다. 



 3: 노드 찾기 및 보기 
 

 
11

 

2. >상태별로 노드 정렬을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노드 목록 

즐겨찾기 목록에 자주 액세스해야 하는 노드의 개인화한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추가 및 삭제하고 즐겨찾기 노드의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노드 추가 

1. 왼왼 패패위패 모모 노노 또또 최최  목목탭 클클클표표. 

2. 즐겨찾기에 추가할 노드를 클릭합니다. 노드 내역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노드 내역 화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창 
맨 아래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며, 노드 
내역 화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 링크가 사라집니다. 

 

즐겨찾기에서 노드 정렬 

1. 왼왼 패패위패 즐즐즐즐 목목탭 클클클표표. 

2. 정렬을 클릭합니다. 즐겨찾기 정렬 창이 나타납니다. 

3. 즐겨찾기 목록에 표시하려는 순서대로 즐겨찾기 노드 목록에 
노드를 배치합니다. 노드를 선택한 다음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를 
클릭하여 노드를 원하는 순서로 이동합니다. 이름별 정렬을 
클릭하여 알파벳 순서로 노드를 정렬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즐겨찾기에서 노드 삭제 

1. 왼왼 패패위패 즐즐즐즐 목목탭 클클클표표. 

2. 삭제할 노드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노드의 노드 내역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즐겨찾기 목록에서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에서 노드를 삭제합니다. 
 

최근 노드 목록 

최근 목록은 최근에 액세스한 10개의 노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클릭한 각 노드는 최근 목록의 맨 위에 추가됩니다. 
 

최근 노드 목록 지우기 

1. 왼왼 패패위패 최최 목목탭 클클클표표. 

2. 최근 목록을 지우려면 모두 초기화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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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검색 

1. 왼왼 패패 맨 위위 있또 노노 검검 프노위 노노 이이시 같같 검검 
사용이 입입클표표. 

2. 노드 검색 필드에 입력할 때 검색 용어와 가장 일치하는 노드가 
선택한 노드 목록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노드만 포함하는 목록을 로드하려면 
필터를 클릭하십시오. 

 전체 노드 목록을 다시 로드하고 검색 용어를 제거하려면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Admin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찾기 및 보기 

Admin 클라이언트에 관리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 로그인할 때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노드가 표시된 노드 탭이 왼쪽에 나옵니다. 메뉴는 
기타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CC-SG Admin 클라이언트 화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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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노 탭: 트트 보즐위 모모 노노이 표시하표표 노노 탭탭 
클클클표표. 인인인이시또 상위 노노 아아위 그그그표표표. 트트이 
확확하확확 축축하표표 + 또또 – 즐기이 클클클표표. 노노 
프프프탭 보표표 노노이 클클클표표. 인인인이시이 마우시 오오왼 
버버버프 클클하클 연연탭 선선하클 해해 인인인이시위 
연연클표표. 노노 이이(영영사) 또또 노노 상상(사사 가가, 사사 중, 
사사 불가)이 즐기버프 노노이 정정정 수 있있표표. 트트 보즐이 
마우시 오오왼 버버버프 클클하클 노노 정정 옵옵탭 클클클 표다 
노노 이이이 또또 노노 상상이탭 클클클표표. 

2. 빠른 명령 도구모음: 이 도구모음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단축 버튼을 제공합니다. 

3. 작동 메뉴모음: 이러한 메뉴에는 CC-SG를 작동하기 위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드 선택 탭에서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이 명령 중 일부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되는 메뉴와 메뉴 항목은 사용자 액세스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기본 화면 영역: 메뉴모음 및 도구모음에서 선택하는 명령을 이 
기본 영역에 표시합니다.  

5. 서버 시간: CC-SG에 구성되어 있는 현재 시간 및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드 아이콘 

상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노드 트리에서 서로 다른 색상의 여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의미 

 노드 사용 가능 – 노드에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한 개 이상 
있습니다. 

 노드 사용 불가 – 노드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사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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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보기 

CC-SG Admin 클라이언트의 왼쪽 패널에 있는 노드 탭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노드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드는 표준 트리 보기에 정렬됩니다. 표준 트리 보기는 
노드를 영문자 순서로 표시합니다. 노드를 다른 순서로 표시하려는 
경우 사용자 정의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를 
사용하여 CC-SG 관리자에 의해 지정된 범주를 기반으로 노드의 다른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dmi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 (p. 23)을 참조하십시오. 

트리 보기 및 사용자 정의 보기에서 이름 또는 상태별로 노드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트리 보기 

표준 트리 보기는 노드를 영문자 순서로 표시합니다. 노드 탭에 트리 
보기를 적용하려면: 

• 노드 > 보기 변경 > 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노드 트리의 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노드는 이름별로 영문자 순서로 정렬됩니다. 

 인터페이스는 상위 노드 아래에 그룹화됩니다. 각 그룹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와 – 기호를 클릭합니다. 

 전체 트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화면의 맨 위에 있는 

도구모음에서 트리 확대 및 트리 축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노드 정렬 옵션 

트리 보기 또는 사용자 정의 보기에서 영문자 순서 또는 가용성 
상태별로 노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 노드 탭의 빈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노드 정렬 
옵션, 노드 이름별 또는 노드 상태별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노드 이름별은 노드 이름의 영문자 순서로 노드를 정렬합니다. 

 노드 상태별은 다음과 같은 가용성 상태별로 노드를 
정렬합니다. 사용 가능, 사용 중 및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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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검색 

CC-SG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노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CC-SG는 검색 결과별 필터링 및 일치하는 문자열 
찾기와 같은 두 가지 검색 유형을 제공합니다. 

• 검색 결과별 필터링: 검색 용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노드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검색 유형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치하는 문자열 찾기 검색 용어를 입력하고 검색 용어와 가장 
일치하는 노드를 강조 표시합니다. 검색 버튼이 없습니다. 이 검색 
유형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SG 프로필에서 검색 기본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액세스하려면 Secure Gateway > 내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검색 기본 
설정 설정 (p. 53)을 참조하십시오. 
 

노드 검색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노드 검색 필드에 검색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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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기본 설정에 따라 노드 트리는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첫 
번째 노드를 강조 표시하거나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노드만 표시하도록 노드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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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검색에 지원되는 와일드카드 

이러한 와일드카드는 내 프로필의 검색 기본 설정으로 검색 결과로 
필터링이 설정되어 있을 때 지원됩니다. 검색 기본 설정 설정 (p. 
53)을 참조하십시오. 

 

와일드카드 설명 샘플 검색 용어 샘플 검색 결과 
? 모든 문자를 나타냅니다. Solaris? Solaris1 및 SolarisN은 

검색되지만 Solaris1Z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 범위 안의 문자를 
나타냅니다. 

Windows[0-9][0-9][0-9][0-9
] 

Windows2000 및 
Windows2003 Server가 
검색됩니다. 

* 0개 이상의 문자를 
나타냅니다. 

Windows* Windows2000은 검색되지만  
Windows2003 Server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 책갈피 설정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드에 자주 액세스하는 경우 책갈피로 
설정하여 브라우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인터페이스를 책갈피로 설정하려면: 

1. 노노 탭위패 책책책프 설정정 인인인이시이 선선클표표. 
인인인이시이 보즐 위해 노노이 확확해확 클표표. 

2. 노드 > 노드 인터페이스 책갈피 설정을 선택합니다. 

3. URL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URL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5. 새 브라우저 창을 열고 URL을 주소 필드로 붙여넣기합니다. 

6. URL에 연결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7. URL을 브라우저에 책갈피로 추가합니다(즐겨찾기라고도 함). 

 Internet Explorer에서 인터페이스를 책갈피 
설정하려면(인터페이스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기): 

1. 노노 탭위패 책책책프 설정정 인인인이시이 선선클표표. 
인인인이시이 보즐 위해 노노이 확확해확 클표표. 

2. 노드 > 노드 인터페이스 책갈피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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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갈피 추가(IE 전용)을 선택합니다.  

4. 책갈피의 기본 이름이 책갈피 이름 필드에 표시됩니다.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Internet Explorer의 즐겨찾기 목록에 
표시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즐겨찾기 추가 창이 열립니다. 

6. 즐겨찾기 목록에 책갈피를 추가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책갈피 설정된 인터페이스를 액세스하려면: 

1. 브라우저 창을 엽니다. 

2. 브라우저의 책갈피 목록에서 책갈피 설정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3.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가 나타날 때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인터페이스 연결이 열립니다. 

 모든 노드에 대한 즐겨찾기 URL을 가져오려면: 
• 노드 자산 보고서에서 모든 노드에 대한 즐겨찾기 URL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드 자산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자 정의 보기를 이용하여 왼쪽 패널에 노드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관리자가 설정한 범주 및 노드 그룹을 이용하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SG에는 노드를 영문자 순서로 정렬하는 트리 보기가 
있습니다. 트리 보기는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유형 

사용자 정의 보기에는 노드 그룹별 필터와 범주별 보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범주별 보기 

범주별 보기 사용자 정의 보기가 적용될 때 지정한 범주에 의해 
기술된 모든 노드가 노드 목록에 표시됩니다. 할당된 범주가 없는 
노드는 "연관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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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란? 

CC-SG 관리자는 연관체를 설정하여 장비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연관체에는 최상위 조직 그룹인 범주와 범주의 하위 
집합인 관련 요소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노드에 범주 및 요소를 
할당한 경우 노드가 속한 범주에 따라 노드를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 할당된 모든 범주 및 요소는 노드 내역 화면에 나열됩니다. 
CC-SG 액세스 클라이언트 화면 개요 (p. 9)를 참조하십시오. 

 
 

노드 그룹별 필터 

노드 그룹별 필터링 사용자 정의 보기가 적용될 때 지정한 노드 
그룹만 노드 목록에 표시됩니다. 첫 번째 조직 수준은 노드 그룹 
이름입니다. 노드가 사용자 정의 보기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노드 
그룹에 속할 경우 노드는 목록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에 의해 지정된 노드 그룹에 속하지 않은 노드는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노드 그룹이란? 

CC-SG 관리자는 노드 그룹을 설정하여 노드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노드 그룹을 설정한 경우 노드 목록에서 보려는 
노드 그룹 및 그룹이 나타나는 순서를 지정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 

사용자 정의 보기 추가 

1. 사사사 정패 보즐 탭탭 클클클표표. 

2. 추가를 클릭하여 보기 추가 창을 엽니다. 

3. 지정한 노드 그룹만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생성하려면 
노드 그룹별 필터링을 선택하십시오. 지정한 범주에 따라 노드를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생성하려면 범주별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4. 보기 이름 필드에 사용자 정의 보기에 대한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보기 화면의 보기 이름 필드에 
새 사용자 정의 보기 이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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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가능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에 추가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선택한 목록으로 항목을 이동합니다. 선택 
목록에 필요한 범주나 노드 그룹을 모두 추가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6. 각 노드 범주가 모든 노드 목록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선택 목록에 
항목을 배치합니다. 선택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한 다음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목을 원하는 순서로 이동하십시오. 

7. 장치, 포트 및 노드 관리 권한이 있을 경우 시스템 보기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사용자 정의 보기를 시스템 전체 기본 보기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옵션입니다. 

8. 저장을 클릭하여 새 사용자 정의 보기를 저장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적용 

1. 사사사 정패 보즐 탭탭 클클클표표. 

2. 보기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모든 노드 
목록에 적용할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3. 보기 적용을 클릭하여 선택한 사용자 정의 보기에 따라 모든 노드 
목록을 정렬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변경 

트리 보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사사사 정패 보즐 탭탭 클클클표표. 

2. 보기 이름 필드는 화면의 범주별 보기 섹션에 나열되는 범주의 
사용자 정의 보기 이름을 표시합니다. 

3. 각 범주나 노드 그룹이 모든 노드 목록에 표시되는 순서를 
변경하려면 선택 목록에서 항목을 클릭한 다음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목을 원하는 순서로 이동합니다. 

4. 사용자 정의 보기에 항목을 추가하려면 사용 가능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추가를 클릭하여 항목을 선택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5. 사용자 정의 보기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선택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제거를 클릭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보기 이름 변경 

1. 사사사 정패 보즐 탭탭 클클클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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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3. 편집을 클릭하여 보기 편집 대화상자를 엽니다. 

4. 보기 이름 필드에 사용자 정의 보기에 대한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보기 삭제 

1. 사사사 정패 보즐 탭탭 클클클표표. 

2. 보기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하십시오. 트리 보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 할당 

1. 사사사 정패 보즐 탭탭 클클클표표. 

2. 보기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기본 보기로 
지정할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3. 기본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 할당 

CC 설정 및 제어 권한이 있는 경우 모든 사용자에 대해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1. 사사사 정패 보즐 탭탭 클클클표표. 

2. 보기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시스템 전체 기본 보기로 
할당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3. 시스템 보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CC-SG에 로그인하는 모든 사용자는 선택한 사용자 정의 보기에 
규정된 범주에 따라 모든 노드 목록이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자 정의 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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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 사용 

노드의 사용자 정의 보기 추가 

 노드의 사용자 정의 보기를 추가하려면: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노드 > 보기 변경 > 사용자 정의 보기 생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사용자 정의 보기 패널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추가 창이 열립니다. 

4. 사용자 정의 이름 보기 필드에서 새 사용자 정의 보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사용자 정의 보기 유형 섹션에서: 

 지정한 노드 그룹만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생성하려면 
노드 그룹별 필터링을 선택하십시오.  

 지정한 범주에 따라 노드를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생성하려면 범주별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사용자 정의 내역 보기 섹션에서:  

a. 사사 가가 목목위패 사사사 정패 보즐위 추가정 항목탭 
선선클 표다 추가이 클클하클 목목위 항목탭 추가클표표. 이 
단단이 반반하클 원하또 수패 항목탭 추가클표표. 

b. 각 그룹을 노드 탭에 표시하려는 순서로 선택 목록에 항목을 
배치합니다. 항목을 선택한 다음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목을 원하는 순서로 이동합니다. 

c.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항목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8.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9. 새 사용자 정의 보기를 적용하려면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노드의 사용자 정의 보기 적용 

 노드 목록에 사용자 정의 보기를 적용하려면: 

1. 노노 > 보즐 변변 > 사사사 정패 보즐이 선선클표표. 사사사 정패 
보즐 그표이 확나나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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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3. 보기 적용을 클릭합니다. 

또는  

• 노드 > 보기 변경을 선택합니다. 모든 정의된 사용자 정의 보기는 
팝업 메뉴에서 옵션입니다. 적용할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노드의 사용자 정의 보기 변경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노드 > 보기 변경 > 사용자 정의 보기 생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포함된 항목의 내역과 순서가 사용자 정의 내역 보기 
패널에 나타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이름을 변경하려면: 

1. 사사사 정패 보즐 패패위패 편편탭 클클클표표. 사사사 정패 보즐 
편편 창이 열열표표. 

2. 사용자 정의 보기의 새 이름 입력 필드에 사용자 정의 보기의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화면의 
이름 필드에 새 보기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1. 사용자 정의 내역 보기 섹션에서:  

a. 사사 가가 목목위패 사사사 정패 보즐위 추가정 항목탭 
선선클 표다 추가이 클클하클 목목위 항목탭 추가클표표. 이 
단단이 반반하클 원하또 수패 항목탭 추가클표표. 

b. 각 그룹을 노드 탭에 표시하려는 순서로 선택 목록에 항목을 
배치합니다. 항목을 선택한 다음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목을 원하는 순서로 이동합니다. 

c.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항목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2.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새 사용자 정의 보기를 적용하려면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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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사용자 정의 보기 삭제 

 노드의 사용자 정의 보기를 삭제하려면: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노드 > 보기 변경 > 사용자 정의 보기 생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포함된 항목의 내역과 순서가 사용자 정의 내역 보기 
패널에 나타납니다. 

4. 사용자 정의 보기 패널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삭제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예를 클릭합니다. 
 

노드의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 할당 

 노드의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를 지정하려면: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노드 > 보기 변경 > 사용자 정의 보기 생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정의 보기 패널에서 기본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 번 
로그인할 때 선택된 사용자 정의 보기가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 노드의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 할당 

CC 설정 및 제어 권한이 있는 경우 모든 사용자에 대해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 노드의 기본 사용자 정의 보기를 지정하려면: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노드 > 보기 변경 > 사용자 정의 보기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시스템 전체 기본 보기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4. 시스템 전체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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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G에 로그인하는 모든 사용자는 선택한 사용자 정의 보기에 따라 
정렬된 노드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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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따라 노드 연결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되고 나면 각 인터페이스 유형의 작업 
흐름은 양쪽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합니다. 인터페이스 이해 (p. 33)를 
참조하십시오. 

각 클라이언트의 연결 방법에 대해 학습하려면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연결 (p. 28) 및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연결 (p. 
31)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작업 흐름을 학습하기 위해 다음 섹션을 검토하고 각 
인터페이스 유형에 대해 전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합니다. 노드 
액세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p. 32)을 참조하십시오. 

• 대역외 KVM 인터페이스를 통한 노드 연결 (p. 34) 

• 대역외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한 노드 연결 (p. 36) 

• iLO 프로세서 사용 노드 연결 (p. 37) 

• 대역내 KVM 인터페이스를 통한 노드 연결 (p. 37) 

• 웹 브라우저를 통한 노드 연결 (p. 38) 

노드의 전원 제어는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p. 43) 및 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p. 46)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연결................................................28 
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연결 ................................................31 
노드 액세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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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연결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연결을 위한 방법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옵션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노드에 연결합니다. 

• 왼쪽 패널의 노드 목록 중 하나에서 노드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 노드 내역 화면의 인터페이스 섹션에서 이름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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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프로필 화면 개요: 액세스 클라이언트 

액세스 클라이언트의 노드 탭에서 모든 노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의 노드 목록(모든 노드, 즐겨찾기 및 최근) 중 하나에서 
노드를 클릭하여 노드 프로필 화면을 엽니다. 또한 화면의 맨 위에 
있는 노드 탭을 클릭하여 다른 탭을 방문한 후 노드 프로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능 
• 선택한 노드의 이름은 노드 프로필 화면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즐겨찾기에 추가를 클릭하여 즐겨찾기 목록에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노드 목록 (p. 11)을 참조하십시오. 

• 채팅 사용자와 동일한 노드에 연결된 다른 사용자와 채팅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채팅 (p. 49)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도움말 항목을 보기 위해 노드 프로필 맨 아래의 도움말 
섹션을 확장하거나 도움말 탭을 클릭하여 도움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탭 
• 인터페이스 섹션은 선택한 노드와 연관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결 
유형, 이름, 상태, 가용성 및 장치/IP 주소를 나열합니다. 장치/IP 
주소 열은 대역외 인터페이스의 장치 이름 및 대역내 
인터페이스의 내장된 서버 IP 주소를 나열합니다. 노드가 가상 
매체 기능을 갖는 경우, 가상 매체 열에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상태가 나열됩니다. 노드에 연결하려면 이름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여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노드에 연결합니다. 전원 
제어 섹션은 선택한 노드에 대한 모든 전원을 나열합니다. 노드가 
두 개 이상의 전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경우 고급 링크가 전원 
제어 섹션 옆에 표시됩니다. Access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p. 
43)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대역내 - iLO 프로세서 KVM, 대역내 - DRAC KVM 및 
대역내 - RSA KVM은 가용성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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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체 섹션은 선택한 노드와 연결된 범주 및 요소를 나열합니다. 
CC-SG 관리자는 연관체를 설정하여 CC-SG가 관리하는 장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연관체에는 최상위 조직 
그룹인 범주와 범주의 하위 집합인 관련 요소가 있습니다. 
연관체를 사용하여 모든 노드 목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정의 보기 (p. 19)를 참조하십시오. 

• 위치 & 연락처 탭에는 전화 번호와 같이 노드에 작업할 때 
필요한 노드 위치 및 연락처 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노드 탭에는 다른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노드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는 도구가 포함됩니다. 모든 메모는 메모를 추가한 날짜, 
사용자 이름 및 IP 주소가 포함되어 탭에 표시됩니다.  

• 감사 탭에는 노드가 액세스된 이유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관리자가 사용자 그룹에 대한 노드 감사를 활성화할 때 노트에 
연결하기 전에 액세스 이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 탭은 기능이 
비활성화될 때 또는 액세스 이유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숨겨집니다. 

• 제어 시스템 데이터 탭, 가상 호스트 데이터 탭 및 가상 시스템 
데이터 탭은 가상 노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상 인프라의 노드에 
표시됩니다. 각 탭에는 제어 시스템, 가상 호스트 또는 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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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연결 

Admin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연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옵션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노드에 연결합니다. 

• 노드 탭에서 노드가 선택되면 ENTER 키를 눌러 기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노드에 연결합니다.   

• 노드 탭에서 인터페이스가 선택되면  ENTER 키를 눌러 선택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노드에 연결합니다.   

• 노드 상태가 사용 가능일 경우 노드 탭에서 노드를 더블 클릭하고 
기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노드에 연결합니다.  노드 상태가 
사용 불가일 경우 노드를 더블 클릭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 인터페이스가 가동되고 가용성이 유휴 또는 연결됨일 경우 노드 
탭에서 인터페이스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고 선택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노드에 연결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가동 중단되거나 
가용성이 사용 중일 경우 인터페이스를 더블 클릭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 노드 프로필 화면에서 인터페이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노드에 연결합니다. 

• 노드 탭에서 인터페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연결을 
선택합니다. 

 

노드 프로필 화면 개요: Admin 클라이언트 

Admin 클라이언트의 노드 프로필 화면에서 모든 노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노드 탭에서 노드를 선택하여 노드 프로필 화면을 엽니다. 

• 선택한 노드의 이름은 노드 프로필 화면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 인터페이스 탭은 선택한 노드와 연관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결 
유형, 이름, 상태, 가용성 및 장치/IP 주소를 나열합니다. 노드가 
가상 매체 기능을 갖는 경우, 가상 매체 열에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상태가 나열됩니다. 전원 제어의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 섹션에 나열됩니다. 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p. 46)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대역내 - iLO 프로세서 KVM, 대역내 - DRAC KVM 및 
대역내 - RSA KVM은 상태나 가용성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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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체 섹션은 선택한 노드와 연결된 범주 및 요소를 나열합니다. 
CC-SG 관리자는 연관체를 설정하여 CC-SG가 관리하는 장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연관체에는 최상위 조직 
그룹인 범주와 범주의 하위 집합인 관련 요소가 있습니다. 
연관체를 사용하여 모든 노드 목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용자 정의 보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정의 보기 (p. 19)를 참조하십시오. 

• 위치 & 연락처 탭에는 전화 번호와 같이 노드에 작업할 때 
필요한 노드 위치 및 연락처 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노드 탭에는 다른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노드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는 도구가 포함됩니다. 모든 메모는 메모를 추가한 날짜, 
사용자 이름 및 IP 주소가 포함되어 탭에 표시됩니다.  

• 감사 탭에는 노드가 액세스된 이유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관리자가 사용자 그룹에 대한 노드 감사를 활성화할 때 노트에 
연결하기 전에 액세스 이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 탭은 기능이 
비활성화될 때 또는 액세스 이유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숨겨집니다. 

• 제어 시스템 데이터 탭, 가상 호스트 데이터 탭 및 가상 시스템 
데이터 탭은 가상 노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상 인프라의 노드에 
표시됩니다. 각 탭에는 제어 시스템, 가상 호스트 또는 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노드 액세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대역외 노드에 연결할 때 노드에 대한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열립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Raritan 콘솔(RC) 

• Raritan 직렬 콘솔(RSC) 

• Raritan 원격 클라이언트(RRC) 

• 다중 플랫폼 클라이언트(MPC) 

• 가상 KVM 클라이언트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Raritan의 KVM 및 직렬 액세스 
클라이언트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aritan 웹 사이트의 펌웨어 및 설명서 아래에 지원 섹션에서 이 
설명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역내 노드 또는 가상 노드에 연결할 때 노드에 대한 공급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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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이해 

각 노드에는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한 개 이상 
있습니다. 

많은 인터페이스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노드 액세스 유형을 
제공합니다. 이 표의 약어는 Admin 클라이언트의 노드 탭에서 
인터페이스 이름에 대한 접두어로 사용됩니다. 

인터페이스 유형 인터페이스 약어 
대역외 KVM OOB-KVM   

대역외 직렬 OOB-Serial  

대역내 DRAC KVM  IB-DRAC 

대역내 RSA KVM IB-RSA    

대역내 iLO 프로세서 KVM  IB-ILO 프로세서 

대역내 SSH    IB-SSH 

대역내 VNC   IB-VNC 

대역내 RDP   IB-RDP   

대역내 텔넷  IB-TELNET 

전원 제어: iLO 프로세서   PWR-ILO 프로세서 

전원 제어: DRAC    PWR-DRAC 

전원 제어: IPMI PWR-IPMI 

전원 제어: 관리된 전원 탭: PWR-PDU 

전원 제어: RSA   PWR-RSA  

웹 브라우저 WEB  

VI 클라이언트 VIC 

VMware 뷰어 VMV 

가상 전원 가상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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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에 연관된 인터페이스를 보려면: 

노드를 선택하여 노드 프로필 화면을 엽니다. 노드에 연관된 모든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섹션에 나열됩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에서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섹션에 
나열됩니다. 

 인터페이스의 가용성을 확인하려면 

노드 프로필의 인터페이스 섹션에서 가용성 열을 선택하여 
인터페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의미 
유휴 상태 인터페이스는 사용 중이 아닙니다. 

연결됨 인터페이스는 사용 중이지만 추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인터페이스는 사용 중이고 추가 사용자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KX 1.4 장치에 연결된 노드는 위에서 설명한 “사용 중” 가용성 
범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KX 1.4에 연결된 노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연결됨" 가용성 범주를 표시할 경우 인터페이스는 
연결됨 또는 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대역외 KVM 인터페이스를 통한 노드 연결 

1. 연연정 노노이 선선클표표. 노노 프프프 그표이 확나나표표. 

노드 프로필 화면의 인터페이스 섹션에 구성된 모든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2. 이름 열에서 노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대역외 KVM 
인터페이스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3. 노드 감사가 사용자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정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액세스하는 이유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RRC, MPC 또는 가상 KVM 애플리케이션이 새 창에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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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 상태 창이 열립니다. 연결이 되면 RRC, MPC 또는 가상 
KVM 클라이언트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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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PC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MPC에서 사용자 
프로필을 저장하면 CC-SG에도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MPC를 
사용하여 노드에 연결하면 저장된 설정이 MPC 세션에 
적용됩니다. 

 

6. RRC 또는 가상 KVM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해제하려면 연결 > 
종료를 선택합니다. MPC에서 연결 해제하려면 창의 오른쪽 맨 위 
모서리에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KVM 노드가 절전 모드이고 “비디오 신호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노드의 절전 모드가 해제될 때까지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대역외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한 노드 연결 

1. 연연정 노노이 선선클표표. 노노 프프프 그표이 확나나표표. 

노드 프로필 화면의 인터페이스 섹션에 구성된 모든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2. 이름 열에서 노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직렬 인터페이스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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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드 감사가 사용자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정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액세스하는 이유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RSC 애플리케이션이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노드를 관리합니다. 

5. 포트를 관리하기 위해 RSC 사용을 마칠 경우 에뮬레이터 > 
종료를 선택합니다. 

 

직렬 인터페이스 처음 액세스 

노드가 콘솔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보안 경고 창이 
나타나 콘솔 애플릿이 Raritan 시스템에서 서명된 애플릿임을 
표시합니다. 예를 클릭하면 콘솔이 나타납니다. 

중요: 보안 경고(IE에서만 나타남)는 사용자가 직렬 인터페이스에 처음 
연결할 때 나타납니다. 이 표시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아니오를 
클릭하면 콘솔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지 않으며, CC–SG를 종료하고 
브라우저를 닫았다 다시 열어 CC–SG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iLO 프로세서 사용 노드 연결 

1. 노노 트트위패, 연연하클 관트정 iLO/RILOE 노노이 선선클표표. 
노노 내내 그표이 확나나표표. 

2. 노드 내역 화면의 인터페이스 섹션에 구성된 모든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3. 이름 열에서 노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KVM 인터페이스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4. 노드 감사가 사용자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정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액세스하는 이유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HP 원격 콘솔 애플릿이 실행됩니다. 애플릿이 로드되면 
iLO/RILOE 사용 서버에 대한 KVM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6. 원격 콘솔 사용을 완료했으면 브라우저 창을 닫습니다. 
 

대역내 KVM 인터페이스를 통한 노드 연결 

1. 노노 트트위패, 연연하클 관트정 노노이 선선클표표. 노노 프프프 
인이페가 열열표표. 

2. 노드 프로필 화면의 인터페이스 섹션에 구성된 모든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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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 열에서 노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대역내 KVM 
인터페이스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4. RDP 인터페이스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시작 매개변수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 세션에 대해 사용할 화면 크기 및 색 농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노드 감사가 사용자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정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액세스하는 이유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원격 콘솔 애플릿이 새 창에서 실행됩니다. 애플릿이 로드되면 
노드에 대한 KVM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대역내 KVM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 원격 콘솔 사용을 완료했으면 브라우저 창을 닫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한 노드 연결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노드에 
연관된 웹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웹 사용 가능 노드의 
몇 가지 예는 Raritan Dominion PX 또는 RSA, DRAC나 ILO 프로세서 
카드를 포함하고 있는 노드입니다.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드에 연결하려면: 

1. 왼왼 패패패 노노 목목 중 하확위패 사사하클사 하또 웹 
애애트애이옵패 노노이 선선클표표. 노노 내내 그표이 확나나표표. 

노드 내역 화면의 인터페이스 섹션에 구성된 모든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2. 이름 열에서 노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3. 노드 감사가 사용자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정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액세스하는 이유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기본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연관된 
URL을 엽니다. 액세스하기 위해 로그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완료한 경우 브라우저를 닫고 연결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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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 시스템 또는 가상 호스트 노드에 
연결합니다.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는 경우 쿠키 처리를 위해 다음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개인 정보 탭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동 쿠키 처리 
덮어쓰기"를 선택합니다. 제 1사 쿠키 및 제 3사 쿠키에 대해 적용을 
선택합니다. "항상 세션에 쿠키 허용"을 선택합니다. 

1. 왼왼 패패패 노노 목목 중 하확위패 연연정 제용 시시시 또또 
가상 기시트 노노이 선선클표표. 

2. 인터페이스 탭에서 VI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3. 노드 감사가 사용자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정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액세스하는 이유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이름과 요청할 경우 암호를 입력합니다. 단일 사용 승인이 
활성화된 경우 직접 VMware 가상 인프라 웹 액세스 
클라이언트에 연결됩니다.  

 

VMW 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VM 노드에 연결 

Windows에서 Firefox를 사용하는 경우 VMW 뷰어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기 전에 브라우저에서 추가 목록에 허용된 사이트 및 팝업 
목록에 허용된 사이트에 CC-SG의 IP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VM에 연결할 경우 
VMware에서 추가 기능을 다운로드할 것인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추가 기능이 설치되면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합니다. 

1. 왼왼 패패패 노노 목목 중 하확위패 연연정 VM 노노이 
선선클표표. 

2. 인터페이스 탭에서 VMW 뷰어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3. 노드 감사가 사용자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정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액세스하는 이유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VM 원격 콘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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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연결 해제 

노드를 연결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노드의 연결을 해제하려면: 

노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노드의 연결을 해제하려면: 
• 노드 탭에서 연결 해제할 활성 노드를 선택합니다. 노드 >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 노드 탭에서 연결 해제할 활성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연결 해제를 클릭합니다. 

• 노드 탭에서 노드에 연결될 때 이용한 활성 인터페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연결 해제를 클릭합니다. 

• 노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닫습니다. 

참고: 연결이 시작되지 않은 노드를 연결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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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G를 이용해 전원 인터페이스가 연관된 노드 그룹 또는 단일 
노드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전원 주기 및 정상 종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노드에 대한 일시 중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종료는 새 프로세스의 시작을 허용하지 않는 동안 노드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드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드 유형에 대해 정상 
종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에서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란?.......................................................................41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노드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설명..........42 
전원 상태 메시지 ....................................................................................42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43 
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46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란?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는 노드에 각 전원 공급 장치의 제어권을 
제공합니다.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역내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IPMI, iLO, DRAC 및 RSA)로서 노드 
전원을 직접 제어합니다.  

• 관리되는 전원 탭 인터페이스로서 전원 탭의 콘센트 또는 
Dominion PX 장치를 통해 노드 전원을 제어합니다. 

• 가상 전원 인터페이스로서 VM에 대한 전원을 제어합니다. 
 

5 전원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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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노드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설명 

다음 서버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켤 때 다음 설명을 따르십시오. 

• 이중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서버  

• 관리되는 전원 탭의 콘센트에도 연결된 내장 관리 카드를 가진 
서버 

1. 이중 전원 공공 확장이 가가 패버패 전원탭 껐표가 표시 켜확 
하또 변우 두 개패 관트관또 전원 탭 인인인이시가 선선관선버선 
이이클 인인인이시가 선선선 인인인이시 목목위패 패프 가가이 
확나확또페 확인하확시오. 실실 순패또 그그위패패 순패이 
즐반버프 하즐 때영입표표. 

2. Raritan의 관리되는 전원 탭의 콘센트에도 연결된 내장 관리 
카드를 가진 서버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하는 경우 관리되는 
전원 탭 인터페이스나 내장 전원 인터페이스 둘 다가 아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원 제어 작업을 수행합니다. 두 인터페이스가 
모두 선택된 경오 명령의 타이밍이 서버의 전원을 껐다 다시 
켜기에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관리되는 전원 탭이나 내장 서버 관리 카드에 전원 제어 명령을 
실행하는 데 약 1초 정도 걸립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p. 43) 및 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p. 46)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상태 메시지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은 전원 제어 작업을 시작할 때 열립니다. 전원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창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을 크기 조정, 최소화 또는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창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복사 및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의 메시지는 전원 제어 작업 상태에 관해 새 
정보가 수신될 때 업데이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원 상태 메시지 창에 새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전원 제어 작업 요청이 전송된 경우 

 전원 제어 작업이 실패한 경우 

 전원 제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모든 요청된 전원 제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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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을 닫을 경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 전원 제어 작업이 실패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실패한 작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 전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브라우저 창의 맨 아래 상태 
표시줄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경고 메시지는 작업이 실패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경고 
메시지는 작업이 성공한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액세스 클라이언트는 노드 및 노드 그룹의 전원 제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일 노드 전원 제어 

단일 노드 전원 제어를 사용하여 단일 노드 내 모든 인터페이스 또는 
선택한 인터페이스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작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노드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설명 (p. 42)을 참조하십시오. 

 단일 노드의 모든 인터페이스 전원 제어: 

1. 왼왼 패패패 노노 목목 중 하확위패 전원탭 제용정 노노이 
클클클표표. 노노 내내 그표이 확나나표표. 

2. 전원 제어 섹션에서 켜기, 끄기, 전원 주기, 정상 종료 또는 일시 
정지를 클릭하여 노드와 연관된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해당 
전원 제어 작업을 수행합니다. 

3.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은 전원 제어 작업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열립니다. 전원 제어 작업에 대한 새 정보가 수신될 때 메시지가 
창에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원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창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4. CC-SG가 전원 제어 작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원 상태 메시지 (p. 4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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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노드의 다중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원 제어: 

노드가 이중 전원 공급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합니다. 단일 노드 전원 
제어를 이용하여 하나 또는 다중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원 제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표중 인인인이시위 확클 단단 노노 전원 제용위 액액시정 수 있또 
방방같 표다 두 가페가 있있표표. 

a. 그표패 맨 위위 있또 전원 제용 탭탭 클클클 표다 단단 노노 
전원 제용이 클클하클 단단 노노 전원 제용 그표탭 클확시오. 

b. 왼쪽 패널의 노드 목록 중 하나에서 전원을 제어할 노드를 
클릭한 다음 선택한 노드의 노드 내역 화면에 있는 전원 제어 
섹션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2. 노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전원을 제어할 노드를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 목록은 선택한 노드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3. 사용 가능 목록에서 전원 제어를 수행할 특정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인터페이스를 선택 목록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 목록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모두 추가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4. 인터페이스를 CC-SG가 전원 작업을 수행하는 순서로 선택 
목록에 배치합니다. 선택 목록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목을 원하는 순서로 
이동하십시오. 

5. 작업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켜기, 끄기, 주기, 
정상 종료 또는 일시 정지를 선택합니다. 

6. 다중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 순서 간격(초) 필드에 인터페이스 
간 경과 시간을 0-120초 사이에 입력합니다. 

7. 전원 제어 작업을 시작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작업 시작을 
나타내는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8.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은 전원 제어 작업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열립니다. 전원 제어 작업에 대한 새 정보가 수신될 때 메시지가 
창에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원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창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CC-SG가 전원 제어 작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원 상태 메시지 (p. 4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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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그룹 전원 제어 

노드 그룹 전원 제어를 사용하여 노드 그룹 내의 노드와 연관된 모든 
인터페이스 또는 선택한 인터페이스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원 켜기 및 전원 끄기 작업의 경우 인터페이스의 전원을 켜고 끄는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작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노드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설명 (p. 42)을 참조하십시오. 

 노드 그룹의 모든 인터페이스 또는 선택한 인터페이스의 전원 
제어: 

1. 그표패 맨 위위 있또 전원 제용 탭탭 클클클 표다 노노 그그 전원 
제용이 클클하클 노노 그그 전원 제용 그표탭 엽표표. 

2. 노드 그룹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전원을 제어할 
노드 그룹을 선택합니다.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 표는 선택한 노드 
그룹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나열합니다. 

3.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노드, 인터페이스 
유형 및 장치 드롭다운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 표는 전원 작업에 포함될 
인터페이스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옵션입니다. 

4. 전원 작업에서 제외할 전원 인터페이스 옆의 확인란을 선택 
해제합니다. 옵션입니다. 

5. 작업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켜기, 끄기, 주기, 
정상 종료 또는 일시 정지를 선택합니다. 

6. 다중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 순서 간격(초) 필드에 인터페이스 
간 경과 시간을 0-120초 사이에 입력합니다. 

7. 전원 제어 작업을 시작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8.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은 전원 제어 작업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열립니다. 전원 제어 작업에 대한 새 정보가 수신될 때 메시지가 
창에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원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창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CC-SG가 전원 제어 작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원 상태 메시지 (p. 4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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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Admin 클라이언트는 노드 및 노드 그룹의 전원 제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일 인터페이스 전원 제어 

CC-SG Admin 클라이언트에서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클릭 메뉴를 
사용하여 특정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할 전원 작업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노노 탭위패 전원 제용 인인인이시이 마우시 오오왼 버버버프 
클클클 후 수실정 전원 작작탭 클클클표표. 전원 제용 그표이 
열열표표. 

2. 선택 목록에 선택한 인터페이스 이름이 표시됩니다. 작업 필드에 
오른쪽 클릭 메뉴에서 선택한 전원 작업이 채워집니다. 

3. 확인을 클릭하여 노드에 전원 작업 요청을 보냅니다.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4.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은 전원 제어 작업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열립니다. 전원 제어 작업에 대한 새 정보가 수신될 때 메시지가 
창에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원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창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5. CC-SG가 전원 제어 작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원 상태 메시지 (p. 42)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노드 전원 제어 

연관된 전원 인터페이스가 있는 단일 노드의 전원을 켜고, 끄고, 
껐다가 다시 켜고,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둘 이상의 
전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경우 전원 제어 작업에서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작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노드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설명 (p. 42)을 참조하십시오.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전원 제어를 수행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3. 노드 > 전원 제어를 선택합니다. 전원 제어 화면이 열립니다. 

4. 노드 필드에 선택한 노드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5. 선택 목록에 노드의 전원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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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페이스를 CC-SG가 전원 작업을 수행하는 순서로 선택 
목록에 배치합니다. 선택 목록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목을 원하는 순서로 
이동하십시오. 

7. 작업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전원 주기, 정상 종료 또는 일시 정지를 선택합니다. 

8. 작동 필드에서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정상 종료 또는 일지 정지를 
선택하고 선택 목록에서 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 
0-120 사이에서 순서 간격(초) 필드에 인터페이스 간에 경과해야 
하는 초를 입력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하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원 작업 요청을 보냅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0.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은 전원 제어 작업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열립니다. 전원 제어 작업에 대한 새 정보가 수신될 때 메시지가 
창에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원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창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11. CC-SG가 전원 제어 작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원 상태 메시지 (p. 42)를 
참조하십시오. 

 

노드 그룹 전원 제어 

연관된 전원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드 그룹의 모든 노드 전원을 켜고, 
끄고, 껐다가 다시 켜고,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노드가 장착된 랙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드 그룹의 모든 
노드 전원을 꺼야 하는 경우 또는 노드 그룹에서 다른 유형의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전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노드의 전원 제어 작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노드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설명 (p. 42)(CC-SG 사용자 설명서에서)을 
참조하십시오.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노드 > 그룹 전원 제어를 선택합니다. 그룹 전원 제어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노드 그룹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전원을 제어할 
노드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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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가능 목록에서 전원 제어를 수행할 특정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인터페이스를 선택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선택 목록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모두 추가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인터페이스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선택 목록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제거를 
클릭합니다. 

5. CC-SG가 전원 작업을 수행하는 순서로 인터페이스를 선택 
목록에 배치합니다. 선택 목록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순서로 
이동합니다. 

6. 작업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전원 주기, 정상 종료 또는 일시 정지를 선택합니다. 

7. 작동 필드에서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정상 종료 또는 일지 정지를 
선택하고 순서 간격(초) 필드에 인터페이스 간에 경과해야 하는 
초(0-120)를 입력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하여 선택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원 작업 요청을 
보냅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9. 전원 상태 메시지 창은 전원 제어 작업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열립니다. 전원 제어 작업에 대한 새 정보가 수신될 때 메시지가 
창에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원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창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CC-SG가 전원 제어 작업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원 상태 메시지 (p. 4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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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채팅 

채팅 사용자와 동일한 노드에 연결된 다른 사용자와 채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채팅 세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시작한 사용자가 세션을 끝낼 경우 전체 채팅 세션이 
종료되며 모든 채팅 창이 닫힙니다. 채팅 세션을 끝내고 채팅을 
시작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채팅이 그대로 활성화될 경우 나중에 다시 
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왼왼 패패패 노노 목목 중 하확위패 표오 사사사가 채채하표또 
연연선 노노이 클클클표표. 노노 내내 그표이 열열표표. 

2. 인터페이스 섹션 아래의 채팅 열기를 클릭합니다. 채팅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맨 아래 상자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4. 채팅 세션을 종료하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Admin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노드 채팅 

채팅은 동일한 노드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해당 노드의 채팅 세션을 시작하려면 노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노드에 연결된 사용자들만 서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채팅 세션에 참여하려면: 

1. 노드 탭을 클릭합니다. 

2. 현재 연결된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채팅을 
선택합니다. 세션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채팅 세션 시작을 
클릭합니다.  채팅 세션이 생성됩니다. 

채팅 세션이 진행 중인 경우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채팅을 선택한 다음 채팅 세션 표시를 선택하여 채팅 
세션에 참여합니다. 

왼쪽에 메시지 란이 있고 오른쪽에 채팅 세션의 사용자 목록이 
있는 채팅 세션 창이 나타납니다. 

6 노드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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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메시지(왼쪽 아래) 필드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거나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채팅(왼쪽 위) 란에 나타납니다. 

4. 새 메시지 필드에 입력했지만 보내지 않은 메시지를 지우려면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는 채팅 필드의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5. 채팅 세션을 나가거나 종료하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6. 채팅 세션을 닫을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참가자에 대한 채팅 세션을 닫으려면 예를 클릭하고 채팅 세션을 
종료하지만 다른 사용자를 위해 계속 실행하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는 노드 탭에서 채팅 세션을 닫을 수 있습니다. 
채팅 세션이 포함된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채팅을 선택한 다음 채팅 세션 종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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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클라이언트의 내 프로필 

내 프로필 탭을 사용하여 암호, 이메일 주소 및 기본 노드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 변경 

계정이 로컬에서 인증된 경우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원격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 변경을 위해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암호 변경: 

1. 내 프프프 탭탭 클클클표표. 내 프프프 그표이 열열표표. 

2. 암호 변경(로컬 인증 전용) 확인란을 선택하여 암호 변경 필드를 
활성화합니다. 

3. 이전 암호 필드에 현재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새 암호 및 새 암호 재입력 필드에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관리자가 강력한 암호를 활성화하면 새 암호 필드 옆에 강력한 
암호가 필요하다는 텍스트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강력한 암호는 최소 
8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정의한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관리자가 강력한 암호를 비활성화하면 새 암호 필드 옆에 강력한 
암호라는 텍스트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는 6-16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 

내 프로필 화면의 이메일 주소필드는 CC-SG 사용자 ID와 현재 
연관된 이메일 주소를 표시합니다. 

1. 내 프프프 탭탭 클클클표표. 내 프프프 그표이 열열표표. 

7 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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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주소 필드에 새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노드 목록 설정 

내 프로필의 기본 노드 목록 필드를 사용하여 로그인 시 왼쪽 패널에 
표시되는 노드 목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내 프프프 탭탭 클클클표표. 내 프프프 그표이 열열표표. 

2. 기본 노드 목록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모든 
노드, 즐겨찾기 노드 또는 최근 노드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하여 기본 노드 목록 선택을 저장합니다. 
 

Admin 클라이언트의 내 프로필 

내 프로필을 사용하여 CC-SG 암호 및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CC-SG 표시의 글꼴 크기를 조정하며 기본 검색 유형 기본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를 변경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암호 변경 

계정이 로컬 인증되는 경우 필요할 때마다 CC-SG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원격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암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CC-SG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도록 CC-SG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암호 변경: 

1. Secure Gateway > 내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내 프로필 변경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암호 변경(로컬 인증 전용) 확인란을 선택하여 암호 변경 필드를 
활성화합니다. 

3. 이전 암호 필드에 현재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새 암호 및 새 암호 재입력 필드에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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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리자가 강력한 암호를 활성화하면 새 암호 필드 옆에 
강력한 암호가 필요하다는 텍스트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엄격한 
암호는 최소 8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정의한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관리자가 강력한 암호를 
비활성화하면 새 암호 필드 옆에 강력한 암호라는 텍스트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는 6-16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새 암호를 설정합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 

1. Secure Gateway > 내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내 프로필 변경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이메일 주소 필드에 새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CC-SG 글꼴 크기 변경 

CC-SG는 화면에서 모든 텍스트에 대해 선택한 글꼴 크기를 
사용합니다. 

1. Secure Gateway > 내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내 프로필 변경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글꼴 크기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CC-SG가 화면에서 
사용할 글꼴 크기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검색 기본 설정 설정 

CC-SG는 검색 결과별 필터링 및 일치하는 문자열 찾기와 같은 두 
가지 검색 유형을 제공합니다. 내 프로필에서 검색 기본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별 필터링: 검색 용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노드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검색 유형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치하는 문자열 찾기 검색 용어를 입력하고 검색 용어와 가장 
일치하는 노드를 강조 표시합니다. 검색 버튼이 없습니다. 이 검색 
유형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 기본 설정 설정: 

1. Secure Gateway > 내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내 프로필 변경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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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기본 설정 패널에서 사용할 검색 유형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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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보드 단축키는 Admi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키보드 단축키 
새로 고침 F5 

인쇄 패널 Ctrl + P 

도움말 F1 

 
 

A 키보드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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