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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er 1. DNS
도메인은 원래 211.239.150.1 과 같이 숫자의 조합으로 된 IP Address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숫자로 된 표시는 기억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IP를 도메인으로 변환시켜 사
용한다. 이렇게 IP를 도메인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DNS 가 하는 역할이다.

(1) DNS 등록하기
DN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메인 등록의 최고 기관인 .com 기관에 호스트를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호스트 등록방법
.com 이나 .net 과 같은 도메인의 경우 해당 도메인을 등록한 도메인 등록 업체에 호스트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co.kr 의 경우 도메인 등록기관에 호스트 등록신청을 하고 .com기관
networksolutions.com 과 같은 도메인 최상위 기관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co.kr 의 경우 호스트를 등록하지 않고 네임서버에 자신이 사용하는 IP를 직접 입력해줘도
사용은 되나 .com 이나 .net

등과 같은 국제 도메인에 네임서버로 설정해 주었을 때 그

값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네임 서버 동작원리 및 개념
Internet Explorer 의 주소 창에 www.cnihost.co.kr과 같이 도메인을 입력하게 되면
cnihost.co.kr 의 도메인에 네임서버로 등록한 ns3.cninet.co.kr로 의 서버로 찾아 들어간다.
ns3.cninet.co.kr 의 DNS 서버에 cnihost.co.kr 가 설정되어 있다면 DNS에 설정되어 있는
서버로 포워딩해 주게 된다.
만약 네임서버에 ns3.cninet.co.kr 과 같이 네임서버를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해당 도메인
을 어느 서버로 연결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당연히 연결이 되지 않는다.

(3) DNS 서버 설치 및 설정방법
서버에 DNS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WINDOWS 구성 요소 추가 / 제거로 설치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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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 설정

DNS 관리자를 실행시킨 후 위와 같이 정 방향의 새 영역을 선택한다.
선택 후 새 창이 뜨면 계속 다음을 누른 후 새 영역 이름입력란이 나오면 도메인네임을
입력한 후 계속 다음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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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향 조회영역에 도메인이 등록되었으면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새 호스트를 추가 해준다.

위 그림과 같이 도메인을 클릭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호스트이름과 IP창이 나온다.
입력한 후 호스트추가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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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호스트들을 계속 추가 해 준다.

* 메일 레코드 추가
새 메일 교환기를 추가 한다.

메일서버에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pop3를 mail.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주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메일서
버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소로 넣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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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서버에 mail.도메인 네임 을 입력하고 우선순위를 1로 지정해 준다.

아래 그림은 DNS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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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레코드들의 의미
▪ A 레코드 : 각 호스트에는 하나의 A레코드가 할당되어야 한다.
▪ MX 레코드 : 메일교환기를 사용하여 도메인을 Host Name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메일 교환기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수형태로 되어 있는 preference를 가지고 있
다. domain으로 메일을 전달하길 바라는 우편물 대행업자 (mail transport agent)는 이러한
전달과정이 성공할 때까지, MX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호스트에게 질의를 할 것이다.
우선 순위가 제일 낮은 것부터 질의를 할 것이다.

(4) DNS 보안 및 백업
DNS 설정을 초기값 그대로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NSLOOKUP 을 통해서 DNS 에 설정
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DNS 설정의 등록정보에서 영역 전송을
2차 네임서버로만 전송을 하거나 “이름 서버탭에 나열된 서버로만” 있는 방법을 택하여 보
안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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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영역전송을 특정 서버로만 체크한 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얻은 결과값
이다. 위와는 달리 DNS서버에 설정된 값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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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를 생성하게 되면 C:₩WINNT₩SYSTEM32₩DNS 폴더에 DNS파일이 생성되게 된다.
이 파일을 꼭 백업해야 한다

* 레지스트리 백업 방법
DNS에서 위의 파일만으로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레지스트리 백업도 같이 받아야 한
다.

레지스트리를 연 후에 아래 경로로 이동한다.

레지스트리 파일 내보내기를 통해서 백업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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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할 경우에는 백업한 레지스트리 파일을 가져오기 하면 된다.

* 파일에서 백업 방법
아래와 같이 DNS 서버의 등록정보를 보자.

등록정보의 고급을 보면 시작할 때 부트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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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영역을 아래와 같이

‘파일에서’로 변경 할 경우

C:₩WINNT₩SYSTEM32₩DNS₩BOOT 라는 파일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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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BOOT파일을 잘 백업 해 놓은 뒤 복원할 때 다시 부트 영역을 “파일에서”로 바꿔주면
된다.
만약, DNS 에서 해당 서버까지 도메인을 포워딩 해 주었다. 그런데 한 IP에서 여러 개의 도
메인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당 도메인과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걸까? 위와 같은
의문은 웹 사이트 설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Chapter 2. Web Server (IIS)
(1) 웹 사이트의 설정
아래와 같은 그림은 시작 > 프로그램 > 관리도구 >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웹 사이트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웹 사이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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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설명은 말 그대로 설정 후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두는 곳 이다.

위와 같이 호스트 헤더 값에 연결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입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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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홈페이지 자료가 있는 폴더와 연결 시킨다.

Default로 두고 다음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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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성공적으로 웹 사이트가 만들어 진 것이다.

자 이제 웹사이트 설정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보자.
이제 설정이 완료된 웹사이트 관리의 등록정보를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2) 웹사이트 세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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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의 고급을 한번 보자.

위와 같이 추가를 눌러 연결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추가 시켜 주면 된다.

연결은 접속자 수 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확장 로깅 등록 정보에는 설정한 웹사이트의 로그 자료가 쌓이는 곳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 SITE 의 로그가 쌓인다. 일반적으로 IIS 로그 파일 형식은 UTC(그리니치 표준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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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기 때문에 로그를 보는 방법은 로그시간에 9시간을 더해야 한국 시간으로 나타난다.
이 로그 파일의 저장위치 변경은 가능하며, 보이는 데로 로그 시간 간격 및 확장 속성에서
필요한 로그 파일을 체크해서 남겨 둘 수 있다.

* 성능

성능의 경우 한 서버에서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자 할 때 각 사이트 마다 성능 및
대역폭 프로세서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홈 디렉터리

읽기는 ASP가 아닌 웹페이지를 읽기 위한 권한이다 즉 ASP는 이 읽기 권한이 없어도 아래
실행권한(P)에서 스크립트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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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권한(P)항목에 실행(스크립트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 이것은 ASP가 아닌 서버확장 프
로그램인 ISAPI 같은 서버에 설치된 DLL 파일을 위한 권한이다.

* 응용 프로그램 구성

이곳에는 파일들이 매핑 되어 있는 곳이며, IIS가 이러한 파일 종류 중 하나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호출은 DLL에 의해 처리된다. 초기에 기본으로 위와 같이 여러 파일들이 매핑 되
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얼마 없다.

위과 같이 웹설정 디폴트의 응용프로그램 매핑을 두는 경우 해킹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웹서버에서 사용하는.ASP, .ASA 등과 같이 꼭 필요한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
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CGI 등과 같이

필요한 확장자는 추가 시킬 수 도 있다.

아래 파일 중에 사용하지 않는 매핑은 꼭 삭제하여 보안상 취약점을 보안 하도록 한다.
•

Server Web Interface (.idq, .htw, .ida)

•

Internet Database Connector (.i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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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Side Includes (.shtml, .shtm, .stm)

•

Internet Data Connector (.idc)

•

Internet Printing (.printer)

•

WEB-BASED PASSWORD RESET : .htr

* 문서

홈페이지에서 초기에 뜨는 페이지를 설정하는 곳 이다.
추가를 눌러 index.html 이나 index.asp 등과 같이 Main page 설정을 할 수 있다.

* 디렉터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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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엑세스 및 인증 제어 : 웹상에서 익명 엑세스 또는 아이디와 암호를 넣는 인증 엑세
스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곳
▪ IP주소 및 도메인 이름 제한 : 특정 아이피의 접속을 거부하거나 허가하도록 설정하는 곳
▪ 보안 통신 : SSL 등과 같이 서버에 인증서를 설치하는 곳

* 사용자 정의 오류

웹상에서 에러 발생시 서버에서 오류 메시지를 보여 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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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오류페이지의 디자인이나 내용을 바꾸고 싶을 경우 위의 경로의 파일을 수정해 주면
된다.

프론트 페이지나 인터데브 등의 서버와 연동하여 작업하거나 관리하고자 할 경우 설정하는
법.

* Server Extensions 구성

Server Extensions 구성에서 default로 구성하여 설치를 마친다.

Server Extensions 관리자를 클릭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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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서버에 프론트 페이지를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해 주면 된다.

■ Chapter 4. FTP 서버
(1) FTP 서버 설치 및 설정
시작-> 관리도구 -> 인터넷서비스관리자 실행 후 MMC창을 띄운 후 FTP 등록정보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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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사이트

* 확인
▪ 설명 : 관리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FTP이름을 설정한다.
▪ IP 주소 : HOSTWAY에서 할당 받은 IP로 설정하면 되고, 위와 같이 모두 할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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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어도 기본으로 서버에 할당된 IP로 인식한다.
▪ TCP포트 : 기본 TCP포트는 21번이다. FTP 포트번호가 기본으로 21번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포트번호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보안상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SITE가 여러 개일 경우 FTP 포트 번호를 다르게 설정하여 각 SITE 마다 FTP계정을 할당
해 줄 수 있다.

* 연결
▪ 제한 없음 :

FTP 서버에 연결하는 동시 연결 수 제한 하지 않음

▪ 제한 : FTP 동시 접속자 수 설정
▪ 연결시간 :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 후 비활성 된 후부터 지정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 지도록 설정

* 로깅 사용
▪ 로깅 사용 : 로그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설정한다
▪ 로그 파일 형식은 그리니치 표준시로 기록되기 때문에 로그시간에 9 시간을 더해야 현재
의 서버 시간이다.

* 현재 세션

현제 FTP 서버에 접속해 있는 세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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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계정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 설정을 잘 못 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서버에 OS를 셋팅 하게 되면 기본으로 익명연결 허용에 체크가 되어 있다.
물로 HOSTWAY 에서 기본으로 체크를 풀어 드리기는 하나
FTP서버를 추가 하면서 익명 연결 허용에 체크 한 상태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 익명 연결 허용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연명 연결 허용을 허용했을 경우 삭제가 되지 않는 파일과 디렉터리가 생성 되어 업로드 한
대용량의 파일을 특정한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특정한 이름의 디렉터리를 생성할 경우 삭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해결책
리소스킷을 이용하여 삭제가 가능하나 대부분 생성된 디렉터리명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위 디렉터리까지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익명연결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
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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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FTP로 서버에 접속 하였을 때 뜨는 메시지를 설정하는 곳이다.

* 홈 디렉터리

FTP로 접속 하였을 경우 바로 연결되어 디렉터리를 설정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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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렉터리 보안

특정한 IP에서만 FTP 접속 시 해당 아이피만 FTP 액세스를 허가해 주거나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는 곳이다.

■Chapter 4. Mail 서버
(1) EMWAC
* 설치
EMWAC 은 freeware로 제공되는 메일 프로그램이다. http://www.cnihost.co.kr/IMSi386.zip 에
서 프로그램 다운을 받는다.

압축 해제하면 아래와 같이 파일들이 보일 것 이다.

28

위 파일들을 임의의 경로에 폴더를 만들어 카피하여 넣는다.
여기서 imscmn.dll 과 ims.cpl 파일은 C:₩winnt₩system32 아래에 카피해 넣는다.
그 다음 명령프롬프트에서 해당경로로 이동한 후 설치한다.
설치명령은 POP3S –install
SMTPDS –install
SMTPRS –install

설치가 끝나고 제어판으로 가면 EMWAC IMS 라는 아이콘이 생성되어있다.
이것을 실행하면 콘솔 창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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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ies 탭
Mailbox Directory : 메일이 쌓이는 폴더이다. 폴더 생성 후 %username%를 하면 자동으로 계
정생성이름으로 폴더가 생성된다.
Mail Spool Directory : 메일 로그가 쌓이는 폴더이다. 임의로 생성해주면 된다.
Postmaster : 메일 송수신 실패 관련된 메일이 쌓이는 계정이다.

* Misc 탭
사용할 도메인을 add 한다.

* Logging 탭
모든 로그를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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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AC 의 모든 계정은 windows2000 서버의 사용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컴퓨터관리의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에서 사용자 탭에서 유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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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유저 그룹추가
해당 계정들을 메일그룹에 추가해준다.

일괄 로그온 설정을 해준다.
관리도구-> 로컬 보안 정책 -> 로컬정책 -> 사용자 권한 할당 에서 일괄작업으로 로그온 탭
의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눌러 메일그룹을 추가해준다.
추가 후 반드시 다시 로드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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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WAC 메일 서버 스팸 및 릴레이 허용 방지
EMWAC 프로그램은 용량이 적고, 설정이 간단하며, freeware 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
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성 메일을 막는다던가(필터링), 허락 안된 사용자에게 릴레이 허용 서버로 사용되
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위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SCSMFILTER Plus 프로그램을 먼저 인스톨하고 Anti relay 프
로그램을 인스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EMWAC IMS 메일서버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
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Plugin 프로그램이라 하며, SCSMFILTER Plus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상태에서 추가로 Plugin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여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SCSMFILTER Plus와 Anti relay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 송수신되는 메일의 크기를 제한 ( SCSMFILTER )
► SPAM 메일의 무분별한 수신 방지 ( SCSMFILTER + Ant relay )
► SPAM 릴레이 서버가 되는 것을 방지 ( SCSMFILTER + Antirelay )

-

SCSMFILTER Plus : 메일헤더를 검색하여 필터링

-

Plugin 5 : 메일헤더의 송수신 메일계정을 검색하여 SPAM 메일 relay 방지

-

Antirelay :

메일헤더의 IP Block과 domain 을 이용하여 SPAM 메일 relay 방지

* SCSMFILTER Plus 설치
ftp://ftp.sica.com/MFILTER/030/SCSMFILT.ZIP 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http://cnihost.co.kr/scsmfilt.zip 에서도 다운로드 된다.
다운 후 압축 해제 후 setup.exe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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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 Space를 검사하고(약 400 KB필요) , C:₩INSTALL₩MFILTER 아래 파일을 복사한 후 완료
되었다는 메세지가 나온다.
완료 후 C:₩INSTALL₩MFILTER₩Config.exe(SCSMFILTER Configuration Manager를 실행시키
면 된다.

확인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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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Manager 화면이 뜨면, INSTALL SERVICE 아이콘을 누른다.

License Agreement 화면이 뜨고, 동의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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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AC IMS를 선택하고, Install SCSMFILTER 아이콘을 누른다.

서비스 등록을 마쳤으면 EMWAC 서비스를 리셋 하고 서비스에서 SCSMFILTERPlusE 가 등록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동실행으로 설정해 준다.
이때가 EMWAC 메일서버가 필터링을 하게 될 준비를 마치게 된 시점이다.
메일이 오면 사용자의 메일계정폴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PREIN이라는 폴더로 메일을 보낸
후 필터링을 하여 이상이 없으면 보내주고, 필터링에 걸리면 TRASH 폴더로 보낸다.

* SCSMFILTER Plus 설정
설정은 모두 Configuration Manager ( C:₩Install₩Mfilter₩config.exe) 에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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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ERI.DAT
파일의 문자열들과 수신 메일 header 부분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필터링 적용
메일클라이언트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메일헤더뿐만 아니라 전체 메일헤더와 비교를 한다.

환경설정 초기 화면에서 Edit FITERI.DAT를 클릭한다.
아래의 문자열들이 수신메일의 헤더에 들어가 있으면 수신메일을 TRASH 폴더로 버려버린다.
( 추가, 삭제는 아래의 버튼을 이용한다. )

▪ FILTERU.DAT
spam@spam.com 이라는 사람이 SPAM 메일을 자꾸 보낼 때 필터링을 걸어 메일수신이 안되
도록 하려면 FILTERU.DAT 안에 spam@spam.com 을 적어준다.
이때 수신된 메일헤더의 "From:" 다음에 spam@spam.com 이 있으면 TRASH 폴더로 보내버
린다. 메일 계정 중 @뒷부분을 빼고 계정으로 만으로도 필터링 가능.
(spam 만 적어주어도 되지만, spam@spam.co.kr 계정도 필터링이 적용)

단점 : 메일헤더의 "From:" 부분은 사용자가 Mail Client에서 지정해주는 부분 이므로 임의적으
로 변경이 가능하다. (즉,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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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ERU.EXC
메일 메세지 헤더부분에 8bits characters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두가지 설정을 통하여 8bits characters를 메일서버에서 이상 없이 수신하도록 할 수 있다.

Config Manager 의 화면에서 설정해준다.
- Enable Non-7bit Checking 란 을 체크하지 않으면, 8 bits characters 를 필터링 하지 않는다.

Config Manager 우측화면 옵션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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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안의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 UPDATE를 클릭한 후 RESTART SERVICE를 클릭해야 한다.
(적용이 안될 경우에는 제어판 -> 서비스 -> EMWAC 서비스를 재 실행한 후 SCSMFILER
Plus 서비스를 재실행 한다.)

▪ Enable Non-7bit Checking (체크 안함)
: 메일헤더에 8 bit characters 가 들어 있어도 이상 없이 전달되려면 체크 안 함
▪ Enable Blank Non-7bit Checking (체크 안함)
: 메일헤더에 8 bit characters 가 들어있어도 이상 없이 전달되려면 체크 안 함
▪ Use Log File instead Event Log (체크)
: 필터링이 적용 되는 것을 log 파일로 남기기 위해 설정 한다.
C:₩install₩mfilter₩spam.log 파일을 확인하여 어떤 파일들이 필터링에 걸려 TRASH 폴더로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설정을 안 하면 Windows NT의 이벤트 표시기(Event Viewer)에 기록이 남는다.
▪ Delete Trash (체크 안함)
: 필터링에 걸린 메일을 Trash 폴더로 보내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Trash 폴더에 보내진 파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크 하지 않는다.
▪ Check for proper EOH format (체크 안함)
: 메일 header 와 body를 구별하여 필터링을 적용하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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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RCP (bytes)
: RCP 파일은 메일의 송수신자를 나타내는 파일이다.
SPAM 을 보내는 사용자가 수신자를 CC로 묶어서 보낼경우 RCP 파일의 크기가 커지므로 용
량제한을 하여 SPAM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한두 명에게 메일을 보내므로 적절한 크기를 설정하여 SPAM 방지를 할 수 있다.
현재 512 byte로 되어있는데, 50,000 byte 정도로 설정해서 사용한다.
▪ Max MSG (K bytes)
: 송수신되는 메일의 최대 크기를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2 MByte가 지정되어 있는데, 크기가 이 이상 되면 송수신 메일을 TRASH 폴더로
보내버려 전달이 안되게 한다. (내부 사용자끼리 전달 하는 것도 안된다.)
적절한 메일 크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 Antirelay 1.0 plugin
Antirelay.zip (10 KB)파일을 풀어서 SCSMFILTER Plus가 인스톨된 폴더에 넣는다.
http://cnihost.co.kr/antirelay10.zip 에서 다운로드 후 압축해제 한다.
Antirelay.exe (14 KB) / ARgoodIP.dat / ARdomain.dat / Antirelay.txt (설명파일)

Configuration Manager(C:₩install₩mfilter₩config.exe) 실행 후 FILTERU.PLU를 클릭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후 add와 RETURN를 클릭한다.
C:₩install₩mfilter₩antirelay.exe 0 0 C:₩install₩mfilter₩ARgoodIP.dat
C:₩install₩mfilter₩ARdomain.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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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파일과 데이타파일의 정확한 경로를 설정한다.
(경로를 포함해서 256 자보다 적어야 한다.)
중간의 첫번째 0 : 릴레이제한 필터링에 걸리면 TRASH 폴더로 보냄
(1로 설정하면, 바로 삭제해 버림)
중간의 두번째 0 : 1로 설정하면, 나가는 메일의 return-address가 정확한지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버전에서는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0으로 설정한다.

ARgoodIP.dat 와 ARdomain.dat를 설정한다.
설정이 잘못되면 모든 메일이 TRASH 폴더로 가게 된다.

위의 내용들은 샘플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 삭제한다.

따옴표(“ “)안에 [ ] 가 들어가 있는데, [ ]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ArgoodIP.dat)
Antirelay 프로그램은 메일이 들어오면 메일헤더의 source IP를 읽어 ARgoodIP.dat에 들어있는
지 확인한다.
원래 들어있는 파일을 보면 "[203.1.1." 같이

[

]이 들어가 있지만 양쪽의 [

]는 넣지 않아

도 된다.

예) "203.1.1." -->203.1.1.0 - 203.1.1.255 사이의 모든 호스트는 메일서버를 이용해서 메일
보낼 수 있다.

"203.2.2.1" -->

203.2.2.1 호스트도 메일을 보낼 수 있다.

▪ ARdomain.dat
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domain을 지정한다.
domain 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적어준다.
(먼저, EMWAC IMS의 Misc탭에 Accept mail for: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한다. )
Misc탭에는 비어있더라도, ARdomain.dat에는 도메인명을 적어줘야 한다.

예) xxx.co.kr과 xxx.com으로 메일을 받고 싶으면

41

"xxx.co.kr"

--> @xxx.co.kr 로 들어오는 메일 수신가능

"xxx.com"

--> @xxx.com으로 들어오는 메일 수신가능

만약, test@chalk.xxx.co.kr로 메일을 받게 될 경우도 이상 없이 수신한다.

주의 : 만약, “kr”로 설정해 놓으면 kr로 끝나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 메일송신이 가능해 지므로
수신 받으려고 하는 도메인설정을 정확히 한다.

(2) Mercury
Mercury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메일 프로그램이다.
EMWAC 이 SMTP Relay 나, 별도 plug-in 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은 것
에 비해 plug-in 과 Relay 막아주는 기능이 내장되어있다.
http://www.pmail.com

머큐리 등을 제작하는 곳의 홈페이지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다.

* 설치
http://www.cnihost.co.kr/m32-332.zip 에서 V.3.32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압축해제 후 실행하면 설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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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stallation

No NetWare Support 넷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클릭.
거의 대부분이 넷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설치할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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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페가수스에서 제공하는 메일 클라이언트 즉 MS 에 해당하는 아웃룩 프로그램을 깔 것
인지 말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 이다.
메일클라이언트를 이것을 사용하려면 ok를 클릭, 쓰지 않으려면 No를 클릭한다.
예시는 No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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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박스 경로를 적어준다.

필요한 모듈 설치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POP3 와 SMTP 모듈을 클릭해준다.

모듈 관리 툴이다. Full 버전인 install MercuryE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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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도메인을 적고 admin 계정도 만든다. 그리고 ok, continue installation 클릭한다.

설치방식은 기본적으로 Normal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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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ontinue installation 클릭

Install Mercury/32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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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완료

시작->프로그램-> Mercury for Win32-> Mercury for Win32 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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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정을 설정하면 된다.

Configuration -> Manage local user 클릭

계정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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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 MercuryE SMTP Client 클릭

네임서버를 입력한다. 컴마(,) 로 구분하여 여러 개 넣어주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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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change
Exchange 는 MS 에서 나오는 메일 소프트웨어 이므로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change 설치 전에는 Active Directory를 설치하여야 하며 NNTP 서비스와 IIS도 설치되어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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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폴더를 정한다.
▪ Typical : 일반적인 설치 방법(Default 설치)
▪ Minimum : 최소 설치(기본적인 기능만을 설치)
▪ Custom : 사용자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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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a new Exchange Organization : 새로 설치
▪ Join or upgrade an existing Exchange5.5 Organization : 기존 설치에 추가 or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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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완료 후 계정설정은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에서 계정생성시 메일계정도 같이
생성하면 된다.

* Spam Mail Relay 방지를 위한 설정 방법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Exchange -> System Manager 실행

Servers 하위에 있는 서버명 확장
Protocols 하위에 있는 항목 중 SMTP 확장
Default SMTP Virtual Server 등록 정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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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탭 선택 후 아래 부분에 있는 Relay 버튼 클릭
Only the list below 체크 후 아래 부분에 있는 Add 버튼 클릭

Relay를 허용할 서버 IP나 IP대역을 넣어주면 된다.

Allow all computer which successfully authenticate to relay, regardless of the list above를 체
크하면 Relay를 막아도 메일 송신이 가능하다.

위 부분을 체크하면, 아웃룩 또는 아웃룩 익스프레스 “도구 -> 계정 -> 메일탭 -> 계정 등록
정보 -> 서버탭" 에서 보내는 메일 서버

"인증필요" 에 체크를 하면 List 범위에서 벗어난

IP

를 사용하는 User들도 인증을 통해서 Mail 송신 가능 (외부에서 내부 Mail 서버를 이용해서
Mail 송신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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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 수신 도메인 추가, 변경 방법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Exchange -> System Manager
Recipients 확장 후 Recipients Policies 선택 후 오른쪽의 Recipient Policies 의 Default Policy
등록정보를 클릭 후 E-Mail Addresses 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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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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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5. 터미널 서비스
(1) 설치 및 설정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 Windows 구성요소추가/제거 에서
터미널 서비스 체크 후 다음과정으로 원격관리 모드로 설치한다.

* 설정
터미널 서비스 구성 에서 연결탭을 보면 연결 가능한 연결이 있다.
여기서 터미널서비스 접속 수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터미널서비스 최대 연결 수는 2개이며, 터미널 서비스 사용 후 연결 끊기나, 창을 그냥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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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비정상적으로 닫았을 경우 세션이 끊이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용 후는 로그인한 계정으로 로그오프 하여야 하며, 그냥 끊을 경우는 연
결 끊긴 세션에 대해 세션 끊기 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2) 터미널 서비스 미접속시 원격 리부팅 방법
터미널 서비스 접속이 되지 않을 때 종종 터미널서비스 접속 포트가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미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3389 포트를 사용한다.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TerminalServer₩Wds₩Repwd₩Tds
₩Tcp (Port Number )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TerminalServer₩WinStatio
n₩RDP-Tcp (Port Number )

* 터미널 서비스 세션 끊기
c:₩>net use ₩₩서버아이피 /user: administrator
여기서 administrator 는 생략가능 이외 다른 계정사용가능

c:₩>tsdiscon 1 /server:서버IP

또는 c:₩>tsdiscon 2 /server:서버IP

터미널 서비스 세션은 최대 2개까지 이다.
1번이든 2번이든 끊고자 하는 세션을 적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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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shutdn : windows 2000 server 터미널 서버 원격 리부팅 명령
해당서버 공유
c:₩>net use ₩₩서버IP
비밀번호 입력 후 공유성공

c:₩>tsshutdn 60 /server:IP /reboot
60초 후에 해당 아이피의 서버가 리부팅 된다.

그 외 Tskill , Logoff 이 있으며, 사용법은 명령어 /? 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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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NC 설치 및 사용법
* 설치
프리웨어로 각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최신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cnihost.co.kr/vnc_x86_win32.zip 우선 호스트웨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고 압축
해제, winvnc 라는 폴더아래에 setup 을 클릭해서 설치 한다.
설치 후 프로그램 목록에서 Run WinVNC(App Mode)를 실행해서 패스워드를 설정 한다.

그리고 자동으로 VNC 가 실행될 수 있도록 Administrative Tools 에 Install WinVNC Service 를
실행하면 서비스에 등록 된다. 서비스에 가서 VNC server 자동시작을 해준다. 그리고 접속은
VNC viewer로 접속해서 패스워드로 인증 받고 접속하면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그 외
PcAnywhere 라는 Symantec사 에서 나오는 원격관리 툴이 있다. 이것은 유료프로그램이다.

■ Chapter 6. windows 2000 서비스팩 및 핫픽스 체크하기
(1) Windows2000 체크하기
아래의 주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되는 모든 핫픽스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icrosoft.com/technet/treeview/default.asp?url=/technet/security/current.asp
그리고 현재 자신의 서버(PC) 의 픽스적용 사항이나, 미적용 사항을 보려면 아래 툴을 이용
하여 사용하면 된다. 우선 http://www.shavlik.com 에서 여러 가지 핫픽스 체크 관련 툴을
유.무료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간단하게 무료로 체크 가능한 툴을 소개하겠다.

http://hfnetchk.shavlik.com/hfnetchk_3.86.0.1.exe 을 다운 받아 로컬컴퓨터에 설치한다.
디폴트로 C:₩Program Files₩Shavlik Technologies₩HFNetChk₩ 폴더아래로 파일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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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커멘드 창에서 해당경로 이동 후 hfnetchk.exe 명령어를 치면 현재 서버의 미적용
핫픽스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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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서버 외에 다른 서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net use로 쉐어를 한 후 커맨드 창에서
hfnetchk –i 해당 서버IP를 치면 현황을 볼 수 있다.

(2) 주의사항
핫픽스 적용 전에는 반드시 기술문서를 읽어보고 비슷한 시스템에 테스트 적용 후 핫픽스나,
서비스팩을 적용해야 한다.
핫픽스나 서비스팩 적용 후 각 하드웨어와 윈도우 OS 간의 마찰로 인해 부팅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Chapter 7. DB 서버(MSSQL)
(1) MSSQL 설치
간단하게 MSSQL 2000 Enterprise Edition 설치해 보자.
먼저 MSSQL 2000 Enterprise Edition CD를 넣으면 자동 실행되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다. 만약 자동실행이 되지 않으면, CD의 autorun.exe파일을 실행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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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메뉴중 ‘SQL Server 2000 구성 요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작업할 것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를 하시는 것 이며, 필요에 따라
‘Analysis Services 설치’를 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OS가 Server 버전이면 위의 그림이 나오며, 사용하는 OS가 Server버전이 아닐 경
우에는 Microsoft SQL Server 2000 xxxxxxx Edition 서버 구성 요소는 이 운영 체제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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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만 설치에 사용된다” 의 창이 뜨며,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만 설치된다. 서버 구성 요소는 Server버전에서만 설치가 된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로컬 컴퓨터’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원격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있는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사
용할 수 있으며, ‘가상서버’의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서비스를 구성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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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새 SQL Server 인스턴스를 만들거나 클라이언트 도구 설치’를 선택하여 설치
하면 되고, 기존 6.5, 7.0버전에서 업그레이드 시에는 비 활성화 되어있는 ‘기존 SQL
Server 인스턴스 업그레이드 제거 또는 구성 요소 추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버이름 및 회사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회사 이름은 입력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여기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도구’를 선택하면 된다.
앞서 ‘클라이언트 도구’는 잠깐 언급했는데, 서버버전에서도 클라이언트 도구만 설치가

70

가능하다. 클라이언트 도구란 엔터프라이즈 관리자, 쿼리분석기, 프로필러 등을 하는 것 이
며, 서버는 SQL서버 엔진을 말한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 도구만 설치 됐을 경우, SQL서버
엔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연결만’은 MDAC이며 Database와 연결 할 때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SQL2000을 설치 할 때
는 MDAC 2.6 버전이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기본값을 체크하고 넘어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스턴스 이름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값으로 하게 되면 인스턴스 이름이 서버의 이름과 같게
SQL서버 인스턴스가 설치된다.

*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SQL서버 하나의 개체를 의미 하며 하나의 SQL서버에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
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의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명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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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형을 선택 할 수 있으며, ‘표준’, ‘최소’, ‘사용자 지정’ 세가지로 설치가 가
능하다.‘최소’를 선택하면, 도움말 없이 설치가 되며, ‘표준’은 도움말이 포함된다.

아래의 화면은 ‘사용자 지정’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원하는 구성요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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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SQL Server’, ‘SQL Server 에이전트’의 실행에 따른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두 서비스를 서로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혹은 서로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시작
할 수 있으며 사용자 계정인증 방식을 “로컬 시스템” 혹은 “도메인 사용자”로 설정 할
수 있다.

인증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Windows 인증모드나 혼합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모드 사용시 sa 의 암호는
필히 입력하기 바란다.

73

데이터 정렬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글처리에 이상이 없게 하려면, ‘Korean_Wansung’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렬순서는 ‘이진수’,’대/소문자 구분’,’악센트 구분’,’일본어 가나 구분’,’전자/
반자 구분’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진수 : 모든 글자는 이진수 표현이 가능하며, 모든 문자의 이진수에 대한 정렬을 한다.
▪ 대/소문자 구분 : 대소문자를 구별해 정렬 한다.
▪ 악센트 구분 : 독일어 등의 악센트 있는 스펠을 구별해서 정렬하는 것 이다.
▪ 일본어 가나 구분 : 카다카나와 히라가나를 구별한다.
▪ 전자/반자 구분 : 한자의 전자와 반자를 구별한다.

기본적으로는 Korean_Wansung, 악센트 구분이 체크되어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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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라이브러리부분에서는 명명된 파이트 연결 및 TCP/IP연결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
다. 명명된 파이프연결은 랜상에 SQL서버가 있으며 파이프로 접근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된
다.

여기서는 라이센스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MS-SQL 설치가 되겠다. CD에서 서버로 파일을 설치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서버를 리부팅하고 MS-SQL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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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관리자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하면 아래와 같
은 화면이 나온다.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는 SQL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며, 서버의 여러 가지 객체들과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쿼리 분석기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쿼리 분석기”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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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에 서버 IP혹은 컴퓨터이름등을 넣고, 인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
다.

이 화면에서는 SQL서버 질의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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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설명서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온라인 설명서”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서”는 SQL서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SQL서버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점은 “온라인 설명서”를 이용하기 바란다.

* SQL서버 서비스관리자

여기서는 SQL서버를 멈추거나 일시 중지 시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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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필러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프로필러”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프로필러 에서는 SQL서버에 전달되는 모든 쿼리를 캡쳐 할 수 있다. 보통 디버깅용도로 사
용할 수 있으며 튜닝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DTS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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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Server 네트워크 유틸리티

SQL서버엔진에 활성화 시킬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유틸리티

클라이언트에서 프로토콜관리 및 접근할 서버를 설정하고, 접근방법을 설정 편집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등록
원격지의 서버를 클라이언트에서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이용해서 서버를 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하위버전의 SQL 클
라이언트가 상위버전의 SQL서버를 등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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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QL7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는 SQL2000서버를 등록 할 수 없다.
엔터프라이즈 관리자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SQL Server 그룹’에서 마우스 우측버튼을 누르고 ‘새 SQL Server 등록’을 누르면 서버
를 등록할 수 있다. 서버는 여러 대의 서버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을 선택하면 마법사를 사용해서 등록할 수 있으나, ‘마법사를 사용안함’을 체크
하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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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서버이름과 인증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등록이 서버가 등록된다

원격지 서버를 등록하는데, [~~~~Named Pipes~~~ 지정된 SQL Server가 없습니다.]라는 메시
지를 내며,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이때,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유틸리티”에서 작업을 해 줘야 한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유틸리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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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먼저 TCP/IP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별칭’ 탭에서 추가를 클릭한 후 서버별칭
을 넣고, TCP/IP를 선택하고, 서버이름부분에 IP주소를 넣고 확인을 해줘야 한다.

(3) DB생성 및 계정생성

데이터베이스 생성에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엔터프라이즈 관리자”에서 생성하는 방법,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SQL구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통해 생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엔터프라이즈관리자를 실행하고, 서버를 클릭해서 그림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

다음 그림에서 이름을 지정하고 데이터 정렬 이름은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른
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파일”, “트랜잭션 로그”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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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원한다면 각 탭에서 세부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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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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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파일 줄이기 (로그의 정의)
MSSQL의 DB관련 파일을 보면 ldf, mdf의 두개의 파일이 있다. 여기서 mdf파일은 데이터파일
로, 데이터 파일은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이며, ldf파일이 로그파일이고,
이 로그는 변경된 데이터가 쌓이는 파일로, SQL명령이 수행되면, 수행결과가 데이터파일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먼저 로그에 기록이 되고, 차후에 데이터 파일에 적용 된다.
마치 하나의 캐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SSQL에 명령을 내리면 MSSQL은 내부적으로 먼저 데이터파일에서 읽고 관련 데
이터가 로그에 있는지 판단 해서 읽어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로그는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읽을 수는 없다.

로그는 백업을 하면 지워지나 한번도 백업을 받지 않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즉 mdf파일은 몇 M이나, ldf파일이 몇 G까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상황은 엄청나게 커져버린 로그 데이터로 인해 시스템이 대단히 느려지는 사태를 발
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로그파일을 강제로 줄일 때 다음의 쿼리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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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pub DB 라면,
use pubs
go

DBCC SHRINKFILE (pubs_log, TRUNCATEONLY)

명령으로 로그를 비워 불필요하게 커져버린 로그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5) DB 백업 및 복원
백업 및 복원은 여러 가지 방법 및 정책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풀 백업을 SQL구문으로
받고 복원하는 방법과 기타 다른 복원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겠다.

SQL문을 이용해서 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풀 백업 및 복원 백업 받을 때,
BACKUP DATABASE testDB TO DISK='c:₩backuptest_full' WITH INIT
GO.

위의 백업을 복원할 때
RESTORE DATABASE testDB FROM DISK ='c:₩backuptest_full'
GO

해당하는 DB가 사용중이어서 복원이 불가능 할 때
sp_who 명령으로 SPID를 확인한 후 KILL을 이용해서 죽일 수 있다.
혹은, 단일사용자 모드로 SQL을 시작하여 복원할 수 있다.

SQL문을 이용해서 로그 백업
복원 모델이 단순일 경우, 로그 백업은 불가능 하다.
BACKUP LOG testDB TO DISK = 'c:₩ testDB_Log' WITH INIT

testDB DB의 복원 모델을 단순으로 할 때,
ALTER DATABASE testDB SET RECOVERY simple
testDB DB를 대량 로그 모델로 할 때
ALTER DATABASE testDB SET RECOVERY bulk_logged

mdf 파일과 ldf 파일로 복원시
EXEC sp_attach_db 'test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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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MSSQL₩Data₩testDB.mdf'
,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MSSQL₩Data₩testDB.ldf'
의 명령으로 정상적으로 복원을 할 수 있다.

mdf 파일만으로 복원시
EXEC sp_attach_single_file_db 'testDB'
, 'c:₩Program Files₩Microsoft SQL Server₩MSSQL₩Data₩testDB.mdf'

풀 백업본을 다른 시스템에서 복원할 때,
▪ 백업본과 같은 이름의 db를 만든다
▪ 빈 db를 그냥 풀 백업 한다.
▪ 가져온 백업본으로 빈 db에 리스토어 한다.
▪ 리스토어시 옵션에 강제로 덮어쓰기를 체크하기 바란다.

*기타
아래에 제공되는 쿼리나 방법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실제 서버에 적용하시기 바란다.

“로그온 실패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는 메세지가 나올 때
서비스 에서 MSSQLSERVER라는 서비스 선택 -> 등록정보 -> 로그온 에서 다른 계정으로 바꿔
서 넣고 다시 MSSQLSERVER 서비스를 시작하면 된다.

sa계정을 삭제하고자 할 때
master DB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할 수 있다.
시스템 테이블에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EXEC sp_configure 'allow updates', 1
RECONFIGURE WITH OVERRIDE
GO

master DB의 sysxlogins 테이블에서 sa계정 삭제

시스템 테이블에 수정을 불가하게 한다.
EXEC sp_configure 'allow updates', 0
RECONFIGURE WITH OVERRIDE
GO

■ Chapter 8.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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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업과 복원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디스크를 살리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 시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되 살리는 것이 백업과 복원이 된다.
windows 2000에서는 많은 미디어로 백업과 복원이 가능하다.

*백업의 형식
보통 – 가장 완전한 백업이고 복원 역시 간단하다. 단점은 많은 데이터가 있을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복사 – 선택된 모든 파일과 폴더를 복사한다.
차등 – 보통 백업 이후 변경된 파일들을 백업한다. 보통 백업을 생성하고, 차등 백업을 수
행하고, 그 이후에 또 차등백업을 수행했을 때, 복원은 보통백업과, 마지막 차등 백업 본
만 있으면 복원이 가능하다.
증분 – 가장 최근의 보통 혹은 증분 백업 이후 변경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한다. 보통 백업
을 생성하고, 증분 백업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또 증분 백업을 수행하였을 때, 복원할 때
는 보통백업과 두개의 증분백업 데이터가 필요하다.
매일 – 하루 동안에 변경된 모든 파일과 폴더를 백업한다.

* 백업 방법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시스템도구 – 백업 을 실행하고, ‘백업’ 텝을 클릭.

여기서 백업 할 폴더나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백업 미디어 또는 파일 이름’에 저장위치
를 입력하고, ‘백업시작’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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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백업 시작’을 클릭하면 바로 백업이 시작되며, 일정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일
정’을 클릭하여 일정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Scheduler 서비스”이며, “Scheduler”서비스가 시작되어 있어야만 진행이
된다.

“백업 작업 정보”에서 고급을 클릭하면, 백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백업의 종류는
앞서 설명이 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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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시스템도구 – 백업 을 실행하고, ‘복원’ 탭을 클릭하
면 아래의 화면을 볼 수 있다.
복원할 드라이브, 폴더 또는 파일의 확인란에 표시 한다.

‘복원 시작’을 눌러서 고급옵션을 선택하면 복원할 때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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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확인”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백업은 파일 이름을 입력하거나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복원이 진행되고 복원이 완료되면 복원완료 창이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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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킷
Windows에서 제공되는 기술적 지원 사항과 추가적인 명령어 세트들을 리소스 킷 이라는 이
름으로 배포한다. 이 리소스 킷은 유닉스 관리 명령어와 매우 흡사한 명령어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한 GUI로 제공되는 몇 가지 기능도 추가된다.

http://www.microsoft.com/korea/windows2000/techinfo/reskit/default.asp

리소스 킷에는 다음과 같은 툴들이 포함되어 있다.

▪ WinAt.exe : AT 명령어로 스케쥴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GUI 환경에서 설정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 역시 사용 가능 하다.
▪ WinDiff.exe : 파일 비교
▪ Wrkill : 원격 프로시저 없애기
▪ ShutGui : Gui 모드에서 원격 컴퓨터 재부팅 및 시스템 종료
▪ Adduser.exe : 사용자의 추가
▪ Clip.exe : 명령 결과를 클립보드로 이송
▪ Drivers.exe : 현재 NT 가 사용중인 제어기의 속성을 출력한다.
▪ Dumpel.exe : 이벤트 표시기에 표시되는 내용을 출력한다.
1: 오류, 2: 경고, 4: 일반 정보의 코드를 갖는다.
▪ Getmac.exe : 네트워크 카드의 MAC 어드레스를 되돌린다.
▪ Kill.exe : 프로세스를 정지시킨다. Pulist.exe 나 Tlist.exe를 사용하여 PID 를 먼저 확
인하여야 한다.
▪ Logevent.exe : 이벤트 표시기의 응용프로그램 로그에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추가한다.
▪ Now.exe : 현재 시간을 보여준다.
▪ Pathman.exe : 시스템 환경에 경로(PATH)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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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on.exe : 현재 기동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주기적으로 보여준다.
▪ Pstat.exe : 프로세스가 사용중인 메모리나 CPU 점유 시간을 보여준다.
▪ Pulist.exe : 프로세스의 소유 계정을 보여준다.
▪ Rcmd.exe : Rcmdsvc.exe 를 서비스로 등록한 후 원격 컴퓨터의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 쓴다.
▪ Rkill.exe : Rkillsvc.exe가 기동중이면 사용할 수 있다. 원격의 프로세스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며,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 쓰기도 한다.
▪ Rshsvc.exe : Rshsetup.exe 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NT를 RSH 서버 역할을 하게 해 준다.
▪ Sc.exe :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관리한다.
▪ Sclist.exe : 등록된 서비스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 Shutdown.exe : 원격 컴퓨터를 재부팅 하거나 종료하게 한다.
▪ Timethis.exe : 명령어가 실제 소모한 시간을 표시한다.
▪ Winmsdp.exe : Windows NT 진단기
▪ Wins* : Wins 관계 업데이트 및 관리 텍스트 명령어이다.
기타 유닉스 명령어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똑같은 이름들.

■ Chapter 9. 보안
(1) 파일 권한
파일과 폴더에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읽기
▪ 쓰기
▪ 일기 및 실행
▪ 폴더 내용 보기
▪ 편집
▪ 모든 권한

파일과 폴더 권한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Windows 탐색기에서 작업할 파일과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등록 정보’를 선택하고 ‘보안’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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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혹은 폴더에는 이미 주어진 사용자나 그룹의 목록이 있다. 변경하기 원하는 사용자 혹
은 그룹을 선택하고, ‘사용 권한’의 ‘허옹’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다.

‘추가’를 클릭하여 사용자, 컴퓨터, 또는 그룹을 추가하고 ‘확인’을 누른다.
‘등록 정보’ 창에서 추가된 사용자, 컴퓨터 또는 그룹을 선택하고, 그 사용자의 필요한
권한을 ‘허용’ 혹은 거부’ 한다.

(2) IIS 보안
* 웹 서버 설정
웹 서버 설정은 Globally 및 Locally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Globally는 ‘WWW 서비스 마스터 속성’의 대화상자를 사용해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
된 내용은 하위 사이트들 및 디렉토리에 기본 설정으로 상속된다.
Locally는 사이트, 또는 파일에 있어서 구성된다. Globally와는 달리, 다른 사이트로 상속
되지 않으며, 각각의 사이트, 각각의 파일에 있어서 변경 할 수 있다.

* Globally 설정
IIS에서 작업할 컴퓨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 후 ‘등록정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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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서비스’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한다.

‘홈 디렉터리’ 탭을 선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온다.

▪ 읽기 – 자원을 볼 수 있게 허가. 파일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 쓰기 – 사용자에게 리소스 변경을 허가, 디렉터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파일을 만들거나
출판하는 것을 허가한다.
▪ 디렉터리 검색 – 지정된 디렉터리의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 목록을 볼수 있게 허가한다.
▪ 방문 기록 – 리소스 파일에 로그 요청과 관련된 서버 로긴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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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소스 색인화 – 인덱스 서비스를 이용한다.

* Locally 설정
IIS의 작업할 사이트 혹은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후 ‘등록정
보’를 선택한다.
‘홈 디렉터리’,‘디렉터리’,‘가상 디렉터리’텝을 클릭하면 아래의 대화상자를 볼 수
있다.

이 창에서의 허가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읽기 – 자원을 볼 수 있게 허가. 파일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 쓰기 – 사용자에게 리소스 변경을 허가, 디렉터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파일을 만들거나
출판하는 것을 허가한다.
▪ 디렉터리 검색 – 지정된 디렉터리의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 목록을 볼수 있게 허가한다.
▪ 방문 기록 – 리소스 파일에 로그 요청과 관련된 서버 로긴을 기록한다.
▪ 이 리소스 색인화 – 인덱스 서비스를 이용한다.
▪ 스크립트 소스 엑세스 – ASP등의 스크립트 소스 코드 엑세스를 허가한다. 읽기 허가가 있
다면, 사용자는 소스 파일을 읽을 수 있게된다.

“실행 권한”에서는 다음의 설정을 확인 처리할 수 있다.

▪ 없음 - .html 또는 .gif파일과 같이 고정된 파일만 엑세스
▪ 스크립트 – ASP 스크립트와 같이 스크립트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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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스크립트 포함) – 모든 파일을 액세스 및 실행

* 인증 모드 설정
IIS에서 작업할 컴퓨터 혹은 사이트 디렉토리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
‘등록 정보’를 선택한다.
‘마스터 속성’ 이 나오면, ‘WWW 서비스’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른다.(작업할 컴퓨터의
등록정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나온다.)

속성 창이 뜨면 ‘디렉터리 보안’에 가서, “익명 액세스 및 인증 제어” 탭을 클릭, ‘편
집’을 클릭하면 다음의 창이 나온다.

익명 엑세스 사용하려면, ‘익명 엑세스’ 체크 박스를 선택한다.
기본인증 방식, 혹은 다이제스트 인증, 통합인증을 필요에 따라 체크한다.

* IP 주소 / 도메인 이름 제한
기본적으로 IIS에서는 모든 컴퓨터 및 IP에서 엑세스가 가능하지만, 필요에따라 IP 주소 /
도메인 이름을 제한 할 수 있다.
적용 방법은 IIS에서 작업할 컴퓨터 혹은 사이트 디렉토리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이용해 ‘등록 정보’를 선택한다.
‘마스터 속성’ 이 나오면, ‘WWW 서비스’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른다.(작업할 컴퓨터의
등록정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나온다.)
속성 창이 뜨면 ‘디렉터리 보안’에 가서, “IP 주소 및 도메인 이름제한”의, ‘편집’을
클릭하면 다음의 창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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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 허가’를 선택하면 지정된 컴퓨터 이외의 모든 컴퓨터는 엑세스가 거부되며, ;엑
세스 거부’를 선택하면 지정된 컴퓨터 이외의 모든 컴퓨터는 엑세스가 허가된다.
허가목록을 만들때는 ‘추가’를 클릭하고 대화상자에서 ‘단일컴퓨터’,’컴퓨터 그룹’
혹은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다.

■ Chapter 10. 기타
(1) 리소스킷 설명 및 참고 사이트
Windows에서 제공되는 기술적 지원 사항과 추가적인 명령어 세트들을 리소스 킷이라는 이름
으로 배포한다. 이 리소스 킷은 유닉스 관리 명령어와 매우 흡사한 명령어들이 만들어져 있
고, 또한 GUI로 제공되는 몇 가지 기능도 추가된다.

http://www.microsoft.com/korea/windows2000/techinfo/reskit/default.asp

리소스 킷에는 다음과 같은 툴들이 포함되어 있다.

▪ WinAt.exe : AT 명령어로 스케쥴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GUI 환경에서 설정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 역시 사용 가능 하다.
▪ WinDiff.exe : 파일 비교
▪ Wrkill : 원격 프로시저 없애기
▪ ShutGui : Gui 모드에서 원격 컴퓨터 재부팅 및 시스템 종료
▪ Adduser.exe : 사용자의 추가
▪ Clip.exe : 명령 결과를 클립보드로 이송
▪ Drivers.exe : 현재 NT 가 사용중인 제어기의 속성을 출력한다.
▪ Dumpel.exe : 이벤트 표시기에 표시되는 내용을 출력한다. 1: 오류, 2: 경고, 4: 일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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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코드를 갖는다.
▪ Getmac.exe : 네트워크 카드의 MAC 어드레스를 되돌린다.
▪ Kill.exe : 프로세스를 정지시킨다. Pulist.exe 나 Tlist.exe를 사용하여 PID 를 먼저 확
인하여야 한다.
▪ Logevent.exe : 이벤트 표시기의 응용프로그램 로그에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추가한다.
▪ Now.exe : 현재 시간을 보여준다.
▪ Pathman.exe : 시스템 환경에 경로(PATH)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 Pmon.exe : 현재 기동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주기적으로 보여준다.
▪ Pstat.exe : 프로세스가 사용중인 메모리나 CPU 점유 시간을 보여준다.
▪ Pulist.exe : 프로세스의 소유 계정을 보여준다.
▪ Rcmd.exe : Rcmdsvc.exe 를 서비스로 등록한 후 원격 컴퓨터의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 쓴다.
▪ Rkill.exe : Rkillsvc.exe가 기동 중이면 사용할 수 있다. 원격의 프로세스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며,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 쓰기도 한다.
▪ Rshsvc.exe : Rshsetup.exe 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NT를 RSH 서버 역할을 하게 해 준다.
▪ Sc.exe :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관리한다.
▪ Sclist.exe : 등록된 서비스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 Shutdown.exe : 원격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종료하게 한다.
▪ Timethis.exe : 명령어가 실제 소모한 시간을 표시한다.
▪ Winmsdp.exe : Windows NT 진단기
▪ Wins* : Wins 관계 업데이트 및 관리 텍스트 명령어이다.
기타 유닉스 명령어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똑같은 이름들.

(2) windows2000 패스워드 분실 시 복구방법
시스템이 깔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다른 windows2000 서버에 붙인다. 다른 windows2000
서버로 부팅한 후 패스워드가 분실된 시스템의 WINNT₩system32₩config₩SAM 파일을 삭제한다.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원위치 후 그 하드디스크로 부팅을 하면 administrator 를 빈 암호로
로그인 된다. 그 후 패스워드를 재설정 하면 된다.
(단, Active directory 설치 서버는 위 방법으로 초기화 되지 않는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