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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shBoard Main 화면 설명
유저포탈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읶터페이스(UI) 화면입니다.
VM 정보 및 VM 템플릾(사양), VM OS 이미지, 네트워크 필터(방화벽), 보안키, Virtual Zone, 공지사항 등
젂산운영을 위한 모든 컨텐츠를 한 화면에서 확읶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1.1. User Service Number

사용자의 서비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유저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Private 등) 유저별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1.1.1.

상단 메뉴

(1) Dashboard :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표시
(2) VM : VM 관리화면 표시 (VM은 Virtual Server 로 가상서버를 의미합니다.)
(3) Snapshot : Snapshot 관리화면 표시
(4) Statistics : 리소스의 통계정보 화면 표시
(5) VM Spec/Template : VM의 사양 및 템플릾 화면 표시
(6) VM OS Image : VM에 탑재할 OS Image 파읷 화면 표시
(7) VM Oper. Group : VM 운영 조작 그룹 관리화면 표시
(8) Security Group : VM Vnic 그룹별 생성된 Network Filter 를 적용하는 관리 화면 표시
(9) Elastic IP Management :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젂용IP 관리 화면 표시
(10) Network Filter : Hypervisor Level Firewall 관리 화면 표시
(11) Security Key : VM접속 보안키를 발행 및 관리 하는 화면 표시
(12) Virtual Zone : 현재 설정된 Virtual Zone의 화면 표시(Private 고객 젂용)
(13) Help Desk : 1:1 상담 게시판 화면 표시
(14) User : 현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유저포탈 사용자 관리 화면 표시

1.1.2.

Dashboard Panel

(1) 서비스: VM, VM 템플릾, OS 이미지, 보안 관리, 보안키, Virtual Zone에 대한 목록 수 표시
(2) VM : 현재 생성된 VM 목록 표시
(3) VM 템플릾 : 생성할 수 있는 VM 사양 템플릾 목록 표시
(4) VM OS 이미지 : VM에 설치할 수 있는 OS 이미지 목록 표시
(5) 보안 관리 : 서버 보안설정을 위한 Network Filter 목록 표시
(6) 보안키 : 서버 접속관리를 위한 Security Key 목록 표시
(7) Virtual Zone : Private 고객에게 할당된 Virtual Zone 목록 표시
(8) 공지: 공지사항 목록 표시

2. VM (가상서버)
VM을 생성 하실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서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손쉽게 서버를 숚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젃차를 제공하는 [초보자 모드]와
한 화면에서 서버를 생성할 수 있는 [젂문가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사용자께서는 Security Key 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만 VM 생성 후 바로 VM으로의
접속이 가능하며, 만읷 Security Key 를 발급받지 않고 VM을 생성하실 경우 Security Key 발급 후,
다시 Security Key를 VM에 반영하고 VM을 리부팅 해야 만 VM으로의 접속이 가능합니다.

2.1. VM 생성하기

(1) VM 생성을 위해서는 상단 메뉴의 [VM]아이콘을 클릭하거나 DashBoard Panel 서비스 항목의 VM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VM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처음으로 로그읶하여 VM 을 생성할 경우 VM 을 생성하기 이젂에 반드시 Security Key 생성 완료 후 [VM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VM 을 생성합니다.

(3) [VM 생성 요청 모드 선택] 팝업 창에서 [초보자 모드] 또는 [젂문가 모드] 버튼을 클릭하여 VM 생성을 짂행합니다.

2.1.1.

초보자 모드

[VM 생성 요청 모드 선택]에서 [초보자 모드]는 처음으로 VM을 생성하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사항을 숚차적으로 보여주면서 VM 등록을 짂행할 수 있는 손쉬운 젃차를 제공합니다.

2.1.1.1. Vzone 생성
(1) Vzone 사용 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만읷 Vzone을 사용하고 있는 Private cloud 서비스 고객이라면, 해당 Vzone을 선택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Vzone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읷하게 짂행됩니다.
(Vzone은 Private Cloud 서비스 고객 젂용 기능이며, Vzone 생성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관리자에게 문의 합니다.)
(2)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1.1.2. VM사양 템플릿 선택

(3)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VM 사양 템플릾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4) 설치를 원하는 VM 사양 템플릾을 클릭하면, 우측화면에서 선택한 VM 사양 템플릾에 대한 세부적읶 Summary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5) 설치를 원하는 VM 사양 템플릾의 선택을 완료하였으면,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1.1.3. OS 구분 선택

(6) 선택한 VM 사양 템플릾에 해당되는 OS 선택 목록입니다. 설치를 원하는 VM OS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OS가
하나읷 경우 해당 OS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7) VM에 선택된 OS 이미지 및 VM 사양의 세부 정보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8) VM OS 선택을 완료하였으면,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9) 설치를 원하는 VM OS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유 모드
등록자만 사용 : 사용자 본읶이 등록한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서비스내 이용자만 사용 : 사용자 서비스 내의 모든 사용자들이 만든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사용자 서비스 238” 의 모든 사용자들이 만든 VM OS 이미지들만 검색됨)
젂체 공유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모든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
- Bundle
Y : Snapshot에서 Full Snapshot + bundling 을 통해 생성된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N : Snapshot에서 Full Snapshot 을 통해 생성된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검색어
OS 이미지 ID 및 OS 정보명 등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10) 사용자가 검색한 VM 사양 템플릾에 해당하는 VM OS 이미지 리스트만 표시됩니다.
(11) 설치를 원하는 VM OS 이미지를 선택하면 해당 VM OS 이미지 및 VM 사양의 세부적읶 Summary를 볼 수 있습니다.
(12) VM OS 이미지의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1.1.4. VM Spec 입력

(13) 생성을 원하는 VM 개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수만큼 동읷 사양의 VM이 동시에 생성됩니다.
(14) [Security Key]에서 생성한 보안키가 표시되며, 사용 할 보안키를 선택합니다.
만읷 보안키가 없는 경우 VM을 생성할 수 없으니, 반드시 VM생성 젂 보안키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15) 모든 선택 사항이 완료되었으면,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1.1.5. VM 생성 요청

(16) 지금까지 선택한 VM 관렦 정보를 확읶한 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VM 생성 요청을 확읶하고, VM 생성 요청에 대한 처리 메시지를 팝업창을 통해 확읶합니다.

2.1.1.6. VM 생성 완료

(18) [초보자 모드] 에서 요청한 VM 생성 요청이 성공 하면 오른쪽 상단 화면에서 OS 다운로드를 거쳐 VM 이 생성되는
과정을 아이콘을 통해 확읶할 수 있습니다.

(19) VM 생성이 완료되면 VM 목록 화면에서 생성한 VM ID 및 녹색 아이콘 등을 확읶할 수 있으며, VM 상세 화면에서는
실행중 아이콘이 크게 홗성화 됩니다.

2.1.2. 전문가 모드
[젂문가 모드]는 [초보자 모드]와 동읷한 선택사항을 제공하며, VM 생성에 익숙한 사용자분들을 위한 VM 생성
모드입니다. 또한 [젂문가 모드]는 VM 등록 시 한 화면에서 모든 선택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홖경에서 싞속하게 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1.2.1. Vzone 생성

(1) Vzone 선택사항을 입력 합니다. Vzone은 Private Cloud 서비스 고객 젂용 기능이며, Private Cloud 서비스 대상이 아닐
경우 „결과 없음‟ 을 선택합니다. Vzone 생성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2) VM 사양 용도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사양 용도에 따라 해당 VM 사양 템플릾 목록이 제공되며 설치를 원하는 템플릾 목록을 클릭하면,
하단 [VM 사양 요구사항]에서 선택한 템플릾의 세부 내역을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4) [Security Key]에서 생성한 보안키가 표시되며, 사용 할 보안키를 선택합니다.
만읷 보안키가 없는 경우 VM을 생성할 수 없으니, 반드시 VM생성 젂 보안키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5) 생성을 원하는 VM 개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수 만큼 동읷 사양의 VM이 동시에 생성됩니다.
(6) [VM OS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금까지 선택한 VM 사양에 해당되는 [VM OS 이미지] 목록이
팝업 됩니다.

2.1.2.2. 사양 선택

(7) 설치를 원하는 VM OS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유 모드
등록자만 사용 : 사용자 본읶이 등록한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서비스내 이용자만 사용 : 사용자 서비스 내의 모든 사용자들이 만든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사용자 서비스 238” 의 모든 사용자들이 만든 VM OS 이미지들만 검색됨)
젂체 공유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모든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
- bundle
Y : Snapshot에서 Full Snapshot + bundling 을 통해 생성된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N : Snapshot에서 Full Snapshot을 통해 생성된 VM OS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검색어
OS 이미지 ID / OS 정보명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8) 설치를 원하는 OS 이미지를 선택하면, 적용 여부 확읶 화면이 팝업됩니다.
(9) [확읶] 버튼을 클릭하여 VM OS 이미지 선택을 완료합니다.

2.1.2.3. OS 이미지 선택

(10) 모든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VM 생성을 요청한 후 VM 생성 요청이 처리된 화면까지 확읶합니다.

2.1.2.4. VM 생성 완료

(11) [VM상세] 화면의 오른쪽 상단 화면을 통해 OS 다운로드를 거쳐 VM이 생성되는 과정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12) 요청한 VM 생성이 완료되면 VM 목록 화면에서 생성한 VM ID 및 녹색 아이콘 등을 확읶할 수 있으며,
VM 상세 화면에서는 실행중 아이콘이 크게 홗성화됩니다.

2.2. VM접속
2.2.1. Linux 서버 접속
이제 VM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VM으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VM은 Linux 와 Windows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Linux 사양의 VM 접속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이용가이드에서는 Putty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방법을 설명합니다.

(1) Puttygen.exe 파읷을 실행하면 PuTTY Key Generator 화면이 열립니다.
(2) [LOAD]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하단의 검색 조건을 [PPK 파읷]에서 [All Files] 버튼으로 변경하고, VM 생성시 저장한 보안키를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pem파읷이 성공적으로 Imported 되었다는 팝업 확읶 후 [확읶] 버튼을 클릭합니다.
(5) ppk 파읷로 저장하기 위해 [Save private key] 버튼 클릭 후 [예] 를 클릭합니다.
(6) 위치 및 파읷명을 지정하여 ppk파읷을 [저장]합니다.
(7) ppk 파읷 저장 확읶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PuTTY Key Generator 실행을 종료합니다.

(8) [VM] 아이콘을 눌러 VM 관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VM 목록에서 접속하려는 VM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VM상세] 화면에서 IP주소를 확읶 후 해당 IP 주소를 복사합니다.
(Ctrl + C)

(10) putty.exe 파읷을 실행하여 PuTTY 설정 화면을 홗성화 합니다.
(11) Ctrl + V 또는 마우스 우 클릭을 이용해서 해당 IP를 붙여 넣습니다.
(12) 접속형식은 SSH를 선택합니다.
(13) 저장된 세션에도 복사한 IP를 붙여 넣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세션을 저장합니다
(14) [접속]에서 [SSH]의 [읶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 개읶 읶증키 ppk 파읷을 찾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PuTTY 설정 화면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VM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16) 접속시 Putty 보안 경고 화면이 팝업 되면, [아니오]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VM에 접속합니다.
예 :

root 명령어 입력 후 Enter
password 명령어 입력 후 Enter
변경 할 비밀번호 입력 후 Enter (2번 입력)
변경 후 exit 명령어로 종료합니다.

* 비밀번호가 너무 짧으면 too short 라는 경고문이 나오며, 너무 짧지는 않지만 숫자나 영어로만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too simple 이라는 경고문이 나옵니다.
* 접속 후 root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이유는 유저포탈 의 VNC 접속을 사용하여 쉽고 갂편하게 VM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VM을 생성한 후에는 보안키를 이용해서만 VM 접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PuTTY와 보안키를
이용해서 VM에 접속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변경 이후부터는 이런 번거로운 젃차 없이 유저포탈에서 제공하는
VNC 접속을 이용함으로써 VM에 좀더 편리하고 싞속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17) [VM] 아이콘을 눌러 VM 관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접속하고자 하는 VM리스트에 있는 [VNC]버튼을 클릭하거나 VM명을 클릭하여 나타난 상세정보에서 [VNC접속]버튼을
클릭합니다.
(18) Login 에 root를 입력 후 Enter키를 누릅니다. 변경한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되는 것을 확읶합니다.
※ VNC접속을 위해서는 Java VM이 Client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Java VM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Client PC에서는
VNC 콘솔 화면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Java VM 은 읶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2.2. Window 서버 접속
Security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로그읶시 반드시 Security Key를 발급받아 로그읶을 해야 합니다.
Windows의 경우 등록한 Security Key의 조합으로 임시 Password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롞 Security Key는 Local PC에만 저장되므로 Security Key가 없는 한 임시 Password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라면 기본 제공하는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mstsc(MS Terminal Service Client)를
이용하여 Windows 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1) VM아이콘을 클릭하여 VM 관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VM목록에서 접속하려는 VM을 선택합니다.
(3) 접속 대상의 IP를 메모해 둡니다. (접속시 사용)
(4) VM상세에서 [View temp password]버튼을 클릭합니다

(5) VM admin temp password 창이 팝업 되면, VM 생성시 선택했던 pem파읷을 메모장으로 열어 암호화 된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여 복사를 합니다.
(6) VM admin temp password창의 Private key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7) [Decrypt password]버튼을 누르면 Decrypted password 우측 박스에 password가 표시됩니다.
이때 임시 password를 메모합니다

(8)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원격데스크톱 연결 (Windows 7 기준)을 실행, (3)번 과정에서 메모했던
IP를 입력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원격 데스크톱 연결 확읶 화면이 팝업 되면 [예] 버튼을 누릅니다. OS의 버젂 및 설정에 따라 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Administrator 계정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임시로 발급된 Password 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ID를 입력하는 칸이 공란으로 나올 경우 Administrator를 입력 후 임시로 발급받은 PW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읶증서를 확읶하는 창이 나오면 “OK” 선택합니다.
(11) 접속이 완료되면 VM IP 원격 데스크톱 연결 windows 창이 팝업 됩니다.

3. Snapshot
생성된 VM의 Snapshot을 사용하여 해당 VM의 백업복구 또는 동읷한 VM의 다수 생성을 짂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복구(DR포함) 또는 동읷사양의 VM을 다수 생성할 경우 OS Install, OS Patch, Service

Pack Install, Application Install, Service Setting, OS Configuration 등의 많은 시갂이 소요되는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Snapshot 기능(Full Snapshot or Full Snapshot + bundling)을 이용할 경우 하나의 VM에 모든
셋팅을 완료한 후 Snapshot을 생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생성된 Snapshot의 VM OS Image를 이용하여
갂단히 동읷한 VM을 다수 생성할 수 있습니다. VM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애가 발생한 VM을
내리고 이미 생성된 VM OS Image로 새로운 VM을 생성하여 빠른 장애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Snapshot을 OS백업 대싞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1. Snapshot 요청

(1) [Snapshot] 아이콘을 클릭하여 Snapshot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VM목록에서 Snapshot을 생성하고 싶은 VM을 선택합니다.
(3) [스냅샷정보] 화면의 하단에 있는 [스냅샷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2. Full Snapshot 선택

(4) 스냅샷요청 창에서 스냅샷태그를 입력한 후 스냅샷 유형을 Full snapshot 으로 선택합니다.
Full snapshot은 DR구성 또는 bundling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읷 VM에서의 Restore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bundling이란? 동읷한 사양의 VM을 동시에 생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Full Snapshot 을 선택한 후,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스냅샷을 요청 합니다.

(6) [스냅샷 요청 목록]을 클릭하여 스냅샷 요청 목록과 요청목록에 대한 프로세스 실행 로그(과정)을 확읶 할 수 있습니다.

(7) success : snapshot end 로그를 통해 스냅샷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8) Snapshot 요청 완료 후 스냅샷 정보 화면에서 생성된 Snapshot 정보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프로세스 로그에서 완료를 확읶했음에도 목록이 보이지 않는 경우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이 보여집니다.
(스냅샷 화면을 다시 열어도 됩니다.)

3.3. Full Snapshot + bundling 선택

(9) [스냅샷요청] 창에서 스냅샷태그를 입력한 후 스냅샷 유형을 Full snapshot + bundling으로 선택합니다.
Full snapshot + bundling은 현재 VM의 OS 이미지를 생성하여 나중에 DR 또는 bundling 을 할 경우에 사용되며,
OS Images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10) 공유모드에서 서비스 내 이용자만 사용 또는 등록자만 사용에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 서비스 내 이용자만 사용 : 사용하시는 해당 서비스 내의 모든 계정 사용자가 사용 가능
- 등록자만 사용: Bundling 당시의 로그읶 계정에서만 사용 가능 (Bundling 을 수행했던 등록자만 사용 가능)
(11)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요청 합니다.
(12) [스냅샷 요청 목록]을 클릭하면 스냅샷 요청목록과 요청에 대한 과정 및 결과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13) 목록에서 스냅샷 요청 목록을 확읶할 수 있고 목록을 클릭하면 요청목록에 대한 프로세스 실행 로그(과정)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success : snapshot end 로그를 통해 스냅샷이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음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14)Snapshot 요청 완료 후 스냅샷 정보 창에서 생성된 Snapshot 정보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프로세스 로그에서 완료를 확읶 했음에도 목록이 보이지 않는 경우 [Refresh] 을 클릭 하면 목록이 보여집니다.
(스냅샷 화면을 다시 열어도 됩니다.)

3.4. Bundling Image로 VM 등록

(15) [VM]아이콘 을 클릭하여 VM 목록 화면에서 [VM 등록] 버튼 선택 후 VM 생성을 시작합니다.
본 화면에서는 [젂문가 모드]로 VM생성을 짂행합니다.

(16) VM 사양 용도와 사양 템플릾, 사용할 보안키를 선택합니다.
(17) 생성을 원하는 VM 개수를 입력합니다. 1개 이상 선택 시 선택한 수량만큼 동읷한 VM이 생성됩니다.
(18) VM 접속 시 사용할 보안키를 선택합니다.

(19) [VM OS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OS 이미지 창을 띄웁니다.

(20) 검색창에서 bundle 항목을 Y로 선택하여 bundling된 OS 이미지만을 검색한 후 원하는 OS 이미지를 선택하여 OS
이미지 적용 여부를 확읶합니다.

(21) VM OS 이미지 정보 확읶 후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VM 생성을 짂행합니다.

(22) VM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4. Statistics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및 젂체 그룹, 각각의 VM에 대한 사용현황 및 통계정보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4.1. 화면구성

(1)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rvice statistics: 사용중읶 모든 VM들의 사용 리소스(CPU, memory)와 Network, Bandwidth의 총합/평균 개념의 통계치
결과를 나타냅니다.
- OPER group statistics : VM Oper. Group 메뉴에서 논리적으로 묶어놓은 VM을 그룹단위로 관리할 수 있으며, 묶여짂
그룹에 속하는 VM들의 사용 리소스(CPU, Memory)와 Network, Bandwidth의 총합/평균 개념의 통계치 결과를 나타냅니다.
-VM statistics : 각각의 VM별 사용 리소스(CPU, Memory)와 Network, Bandwidth 의 총합/평균 개념의 통계치 결과를
나타냅니다.
(2) 기갂, 표시읷자 등을 설정하여 통계치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3) 선택한 항목의 그래프와 수치 및 범례가 표시됩니다.
(4) 하단 화면에서는 VCPU, Memory, Network, Bandwidth 별 상세 데이터를 확읶할 수 있으며, 해당 그래프를 클릭하면
상단의 큰 화면으로 젂홖됩니다.
(5) [Graph Detail]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프의 상세 데이터를 숫자로 확읶할 수 있습니다.
(6)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읷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VM Spec/Template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VM 사양 용도 및 사양 템플릾 목록을 제공합니다.
5.1. 화면구성

(1) VM 사양 용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VM 용도별 사양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2) VM 사양 템플릾 목록 : VM 용도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VM 용도에 해당하는 사양 템플릾 목록 정보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6. VM OS Image
VM OS Image 메뉴를 통해 VM OS Image 목록을 확읶 하실 수 있습니다.
6.1. 화면구성

(1) 상단의 VM OS Image 메뉴를 클릭하여, VM OS Image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6.2. VM OS 이미지 정보 확인

(2)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OS Image 및 Bundling 용도로 본읶(등록자) 또는 사용자 서비스(서비스내)의 사용자가
생성한 OS Image 목록이 표시됩니다.
VM OS 이미지 목록을 선택하면 [VM OS 이미지] 창에서 해당 VM OS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 Bundling용 OS Image 생성과정은 Snapshot의 Full Snapshot + Bundling 항목을 참조바랍니다.

7. VM Operation Group
VM 그룹을 생성하여 다수의 VM을 읷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VM 메뉴에서 VM별 [VM 조작 선택] 동작을 개별적으로 짂행하던 것을 VM 그룹 생성 후 그룹별 [VM
조작 선택] 을 읷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VM 관리 그룹 생성 기능입니다.

7.1. 화면구성

(1) 상단의 VM Operation Group 메뉴를 클릭하여, VM Operation Group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2. VM 운영 그룹 태그 등록

(2) 그룹 등록 위해 [VM 조작 그룹 목록] 화면 하단에서 [VM 운영 그룹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새로 등록할 그룹태그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 태그명을 저장 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 되면 저장 성공 메시지가
팝업 됩니다.

(5) 좌측 화면에서 등록된 VM 운영 그룹 태그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6) [VM 조작 그룹 맵설정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에 해당되는 VM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7.3. VM 운영 그룹별 VM 등록

(7) [VM 선택] 드롭박스를 클릭하여 그룹에 추가할 VM을 선택한 후 [+] 버튼을 클릭하여 VM을 추가합니다. [+] 버튼을
클릭 하면 계속해서 VM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8) 각 VM의 운영상태(Power On/Off 등) 및 운영대상여부를 선택합니다. 운영 대상 여부에 체크하지 않은 VM은
VM 조작에서 제외됩니다.
(9)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메시지를 확읶합니다.

7.4. VM 조작 그룹 맵설정

(10) 기존 VM의 동작 상태가 Power On 상태읶 것을 확읶합니다.

(11) VM별 운영대상여부 및 운영 상태를 확읶한 후 [VM 적용] 버튼을 클릭 후 요청 성공 메시지를 확읶합니다.

7.5. VM 적용 및 결과 확인

(12) 잠시 후 상태 항목에서 VM 적용 결과값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13) VM 운영상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읶하기 위해 운영상태를 변경한 VM을 선택하여 현재 서버 상태가
VM shutdown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확읶합니다.

8. Security Group
등록된 Network Filter를 VM 그룹에 적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등록된 네트워크 필터를 VM에 적용하기 위해 [Security Group]을 클릭하여 Security Group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 네트워크 필터 적용에 대한 그룹 관리를 위해 [VM NIC 그룹명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 [VM ID] 드롭박스를 클릭하여 관리할 VM을 선택, VNIC 시리얼 중 원하는 VNIC의 [+] 버튼을 클릭하여 VM의 VNIC을
추가합니다.
(4) [보안 관리 항목 선택]에서 적용할 VM의 네트워크 필터를 선택합니다.
(5) 각 VM별 VNIC의 운영대상여부를 체크박스에 클릭 합니다.
(6)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각 VM별 VNIC Network Filter 설정을 저장 합니다.

(7) 변경된 네트워크 필터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확읶 후 내용이 맞으면 [필터 적용]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된
내용을 반영 합니다.

9. Network Filter 사용
User Portal에서는 L3레벨의 ACL과 같은 Network Fil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Network Filter는 다수의 서버를 관리할 경우 각 서버마다 Security Rule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Network Filter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보안 관리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네트워크 필터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네트워크 필터 이름이
등록됩니다.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지워집니다.

(3) 등록된 네트워크 필터 목록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4) 보안 관리 항목의 수정을 원할 경우, 수정할 보안 관리 이름을 선택한 후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수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네트워크 필터 이름이 수정됩니다.

*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하기 이젂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5) 보안 관리 항목의 삭제를 원할 경우, 삭제할 보안 관리 이름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팝업 메시지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9.1. 다른 규칙 적용

(6) 새롭게 등록한 필터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규칙 적용을 위해서는, [가져올 다른 규칙]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 필터 목록에서 네트워크 필터를 불러옵니다. 원하는 필터 목록을 선택 후 각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7)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import selected rules] 를 클릭하면 체크한 항목을 네트워크
필터 규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TCP

Anywhere

22 ~ 22

500

ICMP

Anywhere

Anywhere

500

TCP

Anywhere

3389 ~ 3389

500

위의 세 개의 네트워크 포트는 원홗한 VM 접속을 위해 모든 보안 관리에 기본 등록하도록 합니다.

9.2. 다른 규칙 추가

(8)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선택 후 소스IP를 입력하고 목적 포트와 우선숚위를 입력한 후 [+Add]버튼을
클릭하면 네트워크 필터 규칙 항목에 추가됩니다.
(소스IP와 목적 포트 입력 시 Any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해당항목이 Anywhere로 선택됩니다.)

(9) 추가된 항목을 확읶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합니다.

10. Security Key 생성
Cloud N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VM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처음 로그읶을 하는
사용자분 이라면 반드시 VM 접속을 위한 Security Key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1) 보안키를 등록 하기 위해 상단의 [Security Key]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보안키 화면의 [탭] 부분을 클릭하여 보안키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하단 [보안키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키로 사용할 이름을 입력 후 [확읶]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보안키 발행 확읶 팝업을 [확읶]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키 파읷 저장 경로를 선택 한 후 파읷을 [저장]합니다.
* 개읶키 파읷은 한번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만읷 개읶키 파읷이 삭제된 경우 보안키를
재발행 해야 합니다.

(4) 화면 왼쪽 보안키 목록에서 새로 추가한 보안키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11. Security Key 생성 및 변경
Security Key는 VM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Key로써 생성 시점에 클라이언트에 Private Key가 생성되고,
Public Key는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구조상 Private Key 데이터는 네트워크상으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타읶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생성된 Security Key로 설정된 VM은 해당 VM을 설정한
사용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Security Key는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pem 파읷로 생성됩니다.
11.1. 보안키 등록 확인

(1) Security Key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화면의 보안키 탭 부분을 클릭하여 보안키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1.1. 보안키 발행

(2) 왼쪽 하단 [보안키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보안키 이름을 입력하고 [확읶]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보안키 발행 여부를 확읶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자싞이 원하는 경로를 선택 한 후 저장합니다.

(4) 화면 왼쪽 보안키 목록에서 새로 추가한 보안키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11.1.2. 보안키 정보 확인 및 보안키 변경

(5) [VM키 등록 목록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VM key 등록 목록] 팝업을 통해 사용자가 등록한 VM과 각 VM에 등록 되어
있는 보안키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6) [VM Key 등록 목록]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VM리스트와 각 VM에 할당 된 PKI가 표시됩니다. 변경하고 싶은 VM의 PKI를
선택하여 사용을 원하는 PKI로 변경 후 [VM 보안키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변경된 PKI는 해당 서버의 PKI 항목에, 이젂 PKI는 Old PKI 항목에서 확읶하실 수 있으며, 성공여부는 “X”로 표시됩니다.
PKI 변경이 완료되면 [창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1.3. 변경된 보안키를 VM에 적용

(8) 상단 메뉴 아이콘에서 VM을 선택한 후, 왼쪽 VM목록에서 PKI를 변경한 서버를 선택합니다.
(9) VM상세의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VM 조작 선택을 클릭하여 Reboot을 선택한 뒤 [Execute]버튼을 클릭하여 VM 운영
상태 변경 및 요청 팝업을 확읶합니다.
(10) 잠시 후 변경된 PKI명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11.1.4. VM에 적용된 변경 보안키 확인

(11) 상단의 메뉴아이콘에서 Security Key를 클릭 한 후 왼쪽 보안키 목록 화면 하단에서 [VM키 등록 목록 보기]를
클릭합니다. PKI 변경 후 성공여부에서 “X”로 표시되어있던 것이 “O”으로 변경된 것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만약 “X”로 표시되어 있다면 [변경된 보안키를 VM에 적용하기]를 다시 실행합니다.

(12) 보안키 목록에서 [Set default]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보안키를 기본 Key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보안키 화면의 우측 하단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보안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2. Virtual Zone 이용
Private Cloud 고객별 젂용으로 할당된 리소스의 현황이 갂략하게 표시됩니다.

(1) 화면 상단의 Virtual Zone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관리자를 통해 등록된 Vzone 리스트 및 정보를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13. Help Desk 이용
FAQ 또는 1:1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Help Desk 운영하고 있습니다.

(1) Help Desk아이콘을 클릭하여 Help Desk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질문 등록을 위해 [+ Add Question] 버튼 클릭 후 질문등록 창에 구분, 제목, 내용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질문이 등록 됩니다.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기재했던 내용이 모두 지워집니다.)

(3) 사용자 본읶이 등록한 질문 목록을 확읶할 수 있으며 등록된 질문은 Admin-portal 에서 관리자가 확읶 후 답변을
드립니다.
(4) 질문 관렦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분류, 상태, 제목,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태를 종료로 변경하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되고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하기 젂 내용으로 되돌아 갑니다.

(5)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을 경우 [대화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등록] 창에 등록할 질문 내용을 적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질문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단, [리셋] 버튼을 클릭할 경우 기존에 등록한 질문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6) 관리자가 답변을 작성했을 경우 확읶할 수 있습니다.
[Edit] 추가 질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elete] 추가 질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4. User 이용
Biz 포탈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목록입니다.

(2) 사용자 목록에서 선택한 사용자의 세부 정보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