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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설치 설명서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 설치, 업그레이드 및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대상
본 문서는 SGD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웹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Windows 및 UNIX 플랫폼의 일
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2 문서 구성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장. SGD 설치에서는 SGD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2장. SGD 업그레이드에서는 이전 버전의 SGD에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3장. SGD 시작하기에서는 SGD에 로그인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4장. SGD 제거에서는 SGD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 관련 문서
본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4 규약
본 문서에 사용된 텍스트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의미
굵은 글씨체 굵은 글씨체는 작업과 관련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또는 텍스트나 용어

집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합니다.
기울임꼴 기울임꼴은 책 제목, 강조 또는 특정 값을 적용하는 위치 표시자 변수를 의미합니

다.
monospace 고정 폭 글꼴은 단락 내 명령, URL, 예제 코드,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또는 사용

자 입력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5 문서 개정
문서 생성 날짜: 2017-04-05 (revision: 4946)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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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장 SGD 설치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GD에는 설치 가능한 여러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스트에 설치된 주 SGD 구성요소는 SGD의 주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설치된 선택적 구성요소인 SGD Enhancement Module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장치의 드라이
브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 SGD에 대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치된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SGD 서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호스트에 설치된 선택적 구성요소인 SGD Gateway는 SGD 서버 어레이에 대해 프록시 서버 및 로드 균형 조정 기능
을 제공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절. “설치 준비”

• 1.2절. “주 SGD 구성요소 설치”

• 1.3절.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

• 1.4절.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

• 1.5절. “SGD Gateway 설치”

• 1.6절. “VM 템플리트로 SGD 배치”

1.1 설치 준비
이 절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을 설치하기 전에 알고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

• SGD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운영체제 수정 사항

• 필수 사용자 및 네트워크 포트 등의 시스템 요구사항

주

SGD를 설치하기 전에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플랫폼 지원 및 릴리스 노트를 읽어 보
십시오. 릴리스 노트에는 지원되는 플랫폼 및 알려진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1.1.1 SGD에 대한 하드웨어 요구사항
다음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정확한 크기 조정 도구가 아니라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영업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서버 호스팅 SGD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 사항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SGD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 호스트의 SGD에 로그인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각 사용자에 필요한 사항

SGD를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GB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 2GB RAM

http://www.oracle.com/corporate/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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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Hz 프로세서

• 네트워크 어댑터 카드

운영체제 자체에 필요한 사항과 별도로 요구되며, 서버가 SGD에만 사용된다고 가정합니다.

SGD에 로그인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용자당 최소 50MB

• 각 사용자당 50MHz

주의

실제 CPU 및 메모리 요구사항은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1.1.2 운영체제 수정 사항
몇 가지 운영체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SGD가 제대로 설치 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2.1 Oracle Solaris

Oracle Solaris 플랫폼에 필요한 운영체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 라이브러리 찾기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려면 LD_LIBRARY_PATH 환경 변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Oracle Solaris 10 플랫폼에서는 SGD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려면 최소한 End User Oracle Solaris 배포를 설
치해야 합니다.

Oracle Solaris 11 플랫폼에서는 최소한 slim_install 패키지 그룹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키지 그룹을 설치하지 않으면 SGD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Oracle Solaris 11 플랫폼에서는 libXm.so.4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motif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pkg install motif

• 영역에 설치하는 경우 영역에서 필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Oracle Solaris 11 플랫폼에서 SGD는 roles=root 속성이 있는 /etc/user_attr 파일의 첫번째 항목에 관리 권한을 지정합
니다. 이 Oracle Solaris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후에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GD 관리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tarantella object edit --name "o=Tarantella System Objects/cn=Administrator" \
 --user user-name --surname family-name

• Oracle Solaris 10 플랫폼에서는 TCP Fusion 기능으로 인해 SGD에서 사용하는 일부 로컬 소켓 연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GD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TCP Fusion 기능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1. /etc/system 파일의 맨 아래에 다음 라인을 추가합니다.

set ip:do_tcp_fusion = 0x0

2. 서버를 재부트합니다.

1.1.2.2 Oracle Linux

Oracle Linux 플랫폼에 필요한 운영체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tc/hosts 파일에 SGD 호스트의 이름을 SGD 호스트의 네트워크 IP 주소에 매핑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GD 호스트 이름을 로컬 루프백 IP 주소에 매핑하면 안됩니다.



필수 사용자 및 권한

3

• 공유 라이브러리 찾기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려면 LD_LIBRARY_PATH 환경 변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Oracle Linux 6 플랫폼에 설치하는 경우 데스크탑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스테이션 패키지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
러면 기본 SGD 작업 영역에 대한 필수 패키지가 설치됩니다. 필수 패키지에는 그래픽 관리 도구 및 xterm, gnome-
terminal 등의 X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설치 중에 다른 패키지 그룹을 선택하고 Customize Now(지금 사용자정의) 옵션을 사용하여 Desktops(데스크탑)
범주에서 필수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1.2.3 5250 및 3270 응용 프로그램

5250 및 3270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Linux 플랫폼. libXm.so.3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OpenMotif 2.2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olaris 11 플랫폼. 1.1.2.1절. “Oracle Solaris”와 같이 motif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1.1.2.4 로케일 요구사항

SGD 호스트에 로케일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UTF-8 로케일을 사용하십시오.

1.1.3 필수 사용자 및 권한
SGD를 설치하려면 수퍼 유저(루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호스트에 ttaserv 및 ttasys 사용자와 ttaserv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 ttasys 사용자는 SGD 서버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일과 프로세스를 소유합니다.

• ttaserv 사용자는 SGD 웹 서버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일과 프로세스를 소유합니다.

SGD 서버를 실행하는 데는 수퍼 유저(루트)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GD 서버는 루트 사용자로 시작된 다음 ttasys
사용자로 다운그레이드됩니다.

필수 사용자와 그룹이 호스트에 없을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Linux 플랫폼: 필수 사용자와 그룹이 설치 중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Oracle Solaris 플랫폼: 시스템 변경 없이 설치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메시지에는 필수 사용자와 그룹을 만들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설치 스크립트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사용자와 그룹을 수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이름은 ttaserv 및 ttasys여야 합니다.

• 그룹 이름은 ttaserv여야 합니다.

• 원하는 모든 사용자 ID 번호(UID) 또는 그룹 ID(G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D와 GID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두 사용자 모두 ttaserv를 기본 그룹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두 사용자 모두 유효한 셸(예: /bin/sh)이 있어야 합니다.

• 두 사용자 모두 쓰기 가능 홈 디렉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 보안상 passwd -l 명령 등을 사용하여 이러한 계정을 잠급니다.

useradd 및 groupadd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한 사용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groupadd ttaserv
# useradd -g ttaserv -s /bin/sh -d /home/ttasys -m ttasys
# useradd -g ttaserv -s /bin/sh -d /home/ttaserv -m ttaserv
# passwd -l tta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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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wd -l ttaserv

ttasys 및 ttaserv 사용자 계정이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su ttasys -c "/usr/bin/id -a"
# su ttaserv -c "/usr/bin/id -a"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정된 경우 명령 출력이 다음 예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uid=1002(ttaserv) gid=1000(ttaserv) groups=1000(ttaserv)
uid=1003(ttasys) gid=1000(ttaserv) groups=1000(ttaserv)

1.1.4 네트워크 요구사항
SGD와 함께 작동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스트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확인할 수 있는 DNS(Domain Name System)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에 대한 DNS 조회 및 역방향 조회는 항상 성공해야 합니다.

• 모든 클라이언트 장치는 DNS를 사용해야 합니다.

• SGD를 설치할 때 SGD 서버에 사용할 DNS 이름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NS 이름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
야 합니다.

• 방화벽이 포함된 네트워크에서는 SGD 호스트가 방화벽 내부에서 알려진 DNS 이름을 사용합니다.

• SGD 호스트에 대해 항상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boston.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 IPv6 네트워크 주소는 SGD 호스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IPv6 네트워크 주소는 SGD Gateway에 대한 클라이언트 연결에서 지원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서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는 SGD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트 및 방화벽과 함께 SGD를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사용되는 공용 포트를 나열합니다.

클라이언트 장치는 다음 TCP 포트에서 SGD에 대한 TCP/IP 연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80 -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웹 서버 간의 HTTP 연결에 사용됩니다. 포트 번호는 설치에서 선택된 포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443 -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웹 서버 간의 HTTPS(HTTP over Secure Sockets Layer) 연결에 사용됩니다.

• 3144 - SGD 클라이언트와 SGD 서버 간의 표준(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에 사용됩니다.

• 5307 - SGD 클라이언트와 SGD 서버 간의 보안 연결에 사용됩니다. 보안 연결은 SSL(Secure Sockets Layer)을 사용
합니다.

주

SGD 보안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HTTPS를 사용하는 보안 모드 기본 설치의 경우 방화
벽에서 포트 443과 5307만 열어야 합니다.

연결이 보안되지 않는 표준 모드 설치의 경우 방화벽에서 포트 80, 3144 및 5307을 열어야 합
니다. SGD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포트 5307에서 보안 연결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설
정된 후 포트 3144의 표준 연결로 다운그레이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SGD에서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TCP/IP 연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용 프로
그램 유형에 따라 열어야 하는 TCP 포트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2 – 보안 셸(SSH)을 사용하는 X 및 문자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install-system-reqs.html#gateway-network-re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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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텔넷을 사용하는 Windows, X 및 문자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 3389 –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사용하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 6010 이상 – X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1.1.5 시계 동기화
SGD에서 어레이는 구성 정보를 공유하는 SGD 서버 모음입니다. 어레이의 SGD 서버는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램
세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므로 SGD 호스트의 시계를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TP(Network Time Protocol) 소프
트웨어 또는 rdate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SGD 호스트의 시계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1.6 ISO 이미지에서 Linux 패키지 저장소 만들기
Linux 플랫폼에 설치하는 경우 yum 명령을 사용하여 패키지 종속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합니다. 즉, 적합한 Linux 패
키지 저장소를 사용하도록 yum을 구성해야 합니다.

Oracle Linux Yum Server(http://yum.oracle.com)에는 온라인 저장소 설정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패키지 저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운영체제에 대한 설치 ISO 이미지를 로컬 패키지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SGD 호스트에 저장된 Oracle Linux ISO 이미지에서 로컬 패키지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1. SGD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저장소에 대한 디렉토리를 만들고 ISO 이미지를 마운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mkdir /iso
# mount -o loop OracleLinux-R6-version-Server-x86_64-dvd.iso /iso

3. 새 저장소를 사용하도록 yum을 구성합니다.

/etc/yum.repos.d/ 디렉토리에 iso.repo라는 yum 구성 파일을 만듭니다.

[iso]
  name=iso
  baseurl=file:///iso/
  gpgkey=file:///iso/RPM-GPG-KEY
  enabled=1

1.2 주 SGD 구성요소 설치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는 pkgadd 명령을 사용하여 SGD를 설치합니다.

Oracle Linux 플랫폼에서는 yum 명령을 사용하여 SGD를 설치합니다. 패키지 종속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하려면 적
합한 Linux 패키지 저장소를 사용하도록 yum을 구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저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1.6절. “ISO 이
미지에서 Linux 패키지 저장소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Linux 플랫폼에서 SGD는 /opt/tarantella 디렉토리에 설치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치 디렉토리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Oracle Solaris 플랫폼 –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설치 프로그램에서 설치 디렉토리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Oracle Solaris Trusted Extensions 플랫폼 –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설치 프로그램에서 설치 디렉토리를 묻는 메시지
를 표시합니다. /opt 디렉토리는 읽기 전용 디렉토리이므로 반드시 다른 설치 디렉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레이
블이 붙어있는 영역에 SGD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역 영역에 SGD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주 SGD 구성요소를 설치하면 SGD 웹 서버를 설치합니다. SGD 설치 프로그램에서 SGD 웹 서버가 HTTP 연결을 수신
하는 TCP 포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TCP 포트 80입니다. 해당 포트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수신 중
이면 설치 프로그램에서 다른 포트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G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yum.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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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모드. 기본 설치 모드입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고 클라이언트 장치와 SGD 서버 간의 보안 연결을 위해 SGD 서버를
구성합니다.

설치 중에 인증서 세부정보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가 생성되고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자체 서
명된 SSL 인증서는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SGD 서버에 대한 어레이 간 보안 통신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즉, 어레이의 SGD 서버 간 연결이 보안 연결입니다.

팁

보안 모드에서 설치하는 경우 설치 프로그램에서 tarantella security enable 명령을 사용하
여 보안 연결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방화벽 전달은 사용 안함으로 설
정되므로 SGD 서버를 SGD Gateway 및 태블릿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SSL 인증서를 설치하고 보안 연결을 사용으로 설정하거나 SGD 서버에
대해 방화벽 전달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연결을 사용으로
설정(자동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비보안 모드. SGD 서버는 설치 중에 보안 연결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보안 연결을 사용으로 설정(자동 구성)에 설명한
대로 설치 후에 연결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GD를 설치하면 SGD 서버 및 SGD 웹 서버가 실행됩니다.

1.2.1 SGD를 설치하는 방법
보안 모드에서 설치하는 경우 시작하기 전에 SSL 인증서와 개인 키 및 CA 인증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
니다(필요한 경우). 인증서는 PEM 형식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를 가져옵니다.

http://www.oracle.com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 매체에서 복사합니다.

호스트의 임시 디렉토리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패키지 파일입니다.

• tta-version.sol-x86_64.pkg - x86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의 경우

• tta-version.sol-sparcv9.pkg - SPARC 기술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의 경우

• tta-version.x86_64.rpm - Linux 플랫폼의 경우

2.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3. SGD를 설치합니다.

패키지 파일이 압축된 경우 설치하기 전에 확장해야 합니다.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tta-version.sol-x86_64.pkg

SPARC 기술 플랫폼의 Oracle Solaris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tta-version.sol-sparcv9.pkg

주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설치에 실패하고 pwd: cannot determine current directory!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tempdir 디렉토리로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secure-conns-auto-config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secure-conns-auto-config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security.html#secure-conns-auto-config
http://www.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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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플랫폼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yum install --nogpgcheck /tempdir/tta-version.x86_64.rpm

4. SGD 패키지가 패키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Solaris 플랫폼:

# pkginfo -x tta

Linux 플랫폼:

# yum list tta

5. SGD 서버를 시작합니다.

# /opt/tarantella/bin/tarantella start

SGD 서버를 처음 시작하면 SGD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다음을 비롯한 수락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장 설정 목록이 제공됩니다.

• Install in secure mode?(보안 모드에서 설치?) 기본적으로 SGD가 설치되고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연결 및 어
레이 간 보안 통신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또는 보안 연결 없이 SG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Certificate file name(인증서 파일 이름). SGD 서버 연결의 보안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SSL 인증서입니다. 고
유한 SSL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 파일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ttasys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경로여야 합니
다.

기본 설정 *를 사용하면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Private key file name(개인 키 파일 이름). 고유한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키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입력
합니다. ttasys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경로여야 합니다.

• (선택사항) Root certificate file name(루트 인증서 파일 이름). 고유한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루트 CA 인
증서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입력합니다. ttasys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경로여야 합니다.

이 설정은 SSL 인증서가 지원되지 않는 CA 또는 중간 CA에 의해 서명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Peer DNS name(피어 DNS 이름).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화벽이 포함된 네트워크에서는
SGD를 실행하는 경우 호스트가 방화벽 내부에서 알려진 DNS 이름을 사용합니다.

• TCP ports(TCP 포트). SGD 웹 서버가 사용하는 TCP 포트에서 현재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면 SGD 설치 프
로그램에서 사용할 TCP 포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Archive logs every week?(매주 로그 보관?) 기본적으로 SGD는 매주 일요일 오전 3시에 로그 파일을 보관합니
다. 로그 파일은 /opt/tarantella/var/log 디렉토리에 보관됩니다.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일부 샘플 응용 프로그램으로 조직 계층을 만들고 UNIX 또는 Linux
시스템 root 사용자를 SGD 관리자로 설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선택사항) SSL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보안 모드 설치의 경우 보안 연결을 위한 SGD 서버를 구성하는 데 인증서
가 사용됩니다.

• 시스템 시작 디렉토리에 파일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재부트할 때 SGD 서버 및 SGD 웹 서버가 시작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실행 레벨 3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파일이 /etc/rc3.d 디렉토리에 있고 이름은 *sun.com-sgd-
base입니다.

• 루트의 crontab을 수정하여 SGD 로그 파일을 매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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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플랫폼에서만 SGD PAM(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 구성 파일 /etc/pam.d/tarantella를 추가합니다.
이 파일은 기존 /etc/pam.d/passwd 파일에서 복사됩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PAM 구성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 로그 파일 /tmp/tta_inst.log를 만듭니다. 이 파일에는 설치 중에 표시되는 메시지 복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1.3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에는 고급 로드 균형 조정 및 연속 창을 위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할 때 이러한 모듈 중 설치할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nhancement Module은 C:\Program Files\Oracle\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 디렉토리
에 설치되지만 설치 프로그램에서 설치 디렉토리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설치 후에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는 Windows Services(서비스) 도구에 Secure
Global Desktop Load Balancing Service로 나열됩니다.

Windows 호스트를 재부트할 때마다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1.3.1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하는 방법
1.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Windows 호스트에 로그인합니다.

2. 호스트의 임시 디렉토리에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설치 매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설치 프로그램은 module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또는 https://server.example.com의 SGD 웹 서버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입니다.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가 표시되면 Install an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Oracle 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 설치)을 누릅니다.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은 temwin32.msi입니다.

3.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합니다.

temwin32.msi를 두 번 누르고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1.4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에는 고급 로드 균형 조정, CDM 및 UNIX 오디오를 위한 모듈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Enhancement Module의 UNIX 오디오 모듈은 선택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음 유형의 오디오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ulseAudio. 선호되는 오디오 에뮬레이션 모드로, Oracle Linux 6 및 Oracle Solaris 11 응용 프로그램 서버 플랫폼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SS(Open Sound System). 일부 레거시 플랫폼에서 사용됩니다.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는 SADA(Solaris Audio
Device Architecture)라고 합니다.

OSS 오디오 모듈을 설치하도록 선택하면 SGD 오디오 드라이버가 운영체제의 커널에 설치됩니다. Linux 플랫폼에서는
오디오 드라이버가 커널에 설치되기 전에 컴파일됩니다. 오디오 드라이버를 컴파일하려면 호스트에서 다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Linux 커널 버전용 헤더 파일

• GCC(GNU Compiler Collection)

• make 유틸리티

• soundcore 커널 모듈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는 UNIX 오디오 모듈을 전역 영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전역 영역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는 오디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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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는 pkgadd 명령을 사용하여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합니다.

Oracle Linux 플랫폼에서는 yum 명령을 사용하여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합니다. 패키지 종속성이 자동으로 확인
되도록 하려면 적합한 Linux 패키지 저장소를 사용하도록 yum을 구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저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1.1.6절. “ISO 이미지에서 Linux 패키지 저장소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Enhancement Module은 /opt/tta_tem 디렉토리에 설치됩니다. 다음과 같이 설치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 Oracle Solaris 플랫폼 –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설치 프로그램에서 설치 디렉토리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Oracle Solaris Trusted Extensions 플랫폼 –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설치 프로그램에서 설치 디렉토리를 묻는 메시지
를 표시합니다. /opt 디렉토리는 읽기 전용 디렉토리이므로 반드시 다른 설치 디렉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레이
블이 붙어있는 영역에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역 영역에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하지 마십
시오.

설치 후에 고급 로드 균형 조정 모듈 및 UNIX 오디오 모듈(선택한 경우)이 실행됩니다. CDM 모듈은 추가 구성이 필요하
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추가 구성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은 시스템 시작 디렉토리에 파일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재부트할 때 Enhancement
Module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실행 레벨 3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파일이 /etc/rc3.d 디렉토리에 있
고 이름은 *sun.com-sgd-em입니다.

1.4.1 Solaris 플랫폼에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하는 방법
1. 호스트의 임시 디렉토리에 SGD Enhancement Module을 저장합니다.

설치 매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패키지는 module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또는 https://server.example.com의 SGD 웹 서버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입니다.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가 표시되면 Install an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Oracle 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 설치)을 누릅니다.

패키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m-version.sol11-x86.pkg - x86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 11의 경우

• tem-version.sol11-sparc.pkg - SPARC 기술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 11의 경우

• tem-version.sol10-x86.pkg - x86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 10의 경우

• tem-version.sol10-sparc.pkg - SPARC 기술 플랫폼에 있는 Oracle Solaris 10의 경우

여기서 version은 SGD 버전 번호입니다.

2.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3.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합니다.

패키지 파일이 압축된 경우 설치하기 전에 확장해야 합니다.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 11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tem-version.sol11-x86.pkg

SPARC 기술 플랫폼의 Oracle Solaris 11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tem-version.sol11-sparc.pkg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 10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tem-version.sol10-x86.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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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기술 플랫폼의 Oracle Solaris 10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pkgadd -d /tempdir/tem-version.sol10-sparc.pkg

설치할 때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은 수락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다음 설정을 제공합니다.

• 설치 디렉토리

• 호스트에 있는 가상 메모리 크기. 로드 균형 조정에 사용됩니다.

• UNIX 오디오 모듈 설치 옵션

4. Enhancement Module 패키지가 패키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kginfo -x tem

1.4.2 Linux 플랫폼에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하는 방법
1. 호스트의 임시 디렉토리에 SGD Enhancement Module을 저장합니다.

설치 매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패키지는 module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또는 https://server.example.com의 SGD 웹 서버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입니다.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가 표시되면 Install an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Oracle 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 설치)을 누릅니다.

다음은 패키지 파일입니다.

• tem-version.el6.i386.rpm - Oracle Linux 6 및 Oracle Linux 7 플랫폼의 경우

• tem-version.el5.i386.rpm - Oracle Linux 5 플랫폼의 경우

여기서 version은 SGD 버전 번호입니다.

2.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3.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합니다.

Oracle Linux 6 및 Oracle Linux 7 플랫폼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yum install --nogpgcheck tem-version.el6.i386.rpm

Oracle Linux 5 플랫폼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yum install --nogpgcheck tem-version.el5.i386.rpm

4. Enhancement Module 패키지가 패키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rpm -q tem

5.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opt/tta_tem/bin/tem start

6. Enhancement Module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은 수락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다음 설정을 제공합니다.

• 호스트에 있는 가상 메모리 크기. 로드 균형 조정에 사용됩니다.

• UNIX 오디오 모듈 설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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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Linux 플랫폼에 UNIX 오디오 모듈 설치 문제 해결
Linux 플랫폼에서 UNIX 오디오 모듈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취소
할지 또는 UNIX 오디오 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를 계속할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OSS 오디오 모듈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합니다.

• Linux 커널 버전용 헤더 파일이 설치됩니까?

• 헤더 파일과 Linux 커널의 버전 번호가 일치합니까?

• GCC 버전이 Linux 커널을 컴파일하는 데 사용된 버전과 일치합니까?

• dmesg 유틸리티가 다른 오류를 표시합니까?

• 사용자 환경에 ARCH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에 존재하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포함합니까?

1.5 SGD Gateway 설치
SGD Gateway 설치 및 구성 지침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VM 템플리트로 SGD 배치
하이퍼바이저 호스트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SGD 배치를 VM(가상 머신) 템플리트로 프로비전할
수 있습니다.

SGD를 VM 템플리트로 배치하는 프로세스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SGD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를 만듭니다.

• VM에서 SGD 배치를 설치 및 구성합니다.

VM 템플리트에 대해 다음 SGD 배치 시나리오가 지원됩니다.

• 기본 SGD 서버: 단일 SGD 서버

이 배치에서는 TCP 포트 443(HTTPS) 및 5307(AIP)을 사용합니다.

1.6.1절. “기본 SGD 서버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호스트 Gateway: 동일한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SGD Gateway 및 단일 SGD 서버

이 배치에서는 단일 TCP 포트 443(HTTPS 및 AIP+SSL)을 사용합니다.

tarantella discover gateway 명령을 사용하여 SGD 서버와 동일한 VM에 설치된 SGD Gateway를 검색 및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6.2절.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tarantella prepare image 명령을 사용하여 템플리트 이미지로 사용할 SGD 배치를 준비합니다.

1.6.3절. “VM 템플리트 이미지 준비 예”를 참조하십시오.

2. VM 템플리트를 다음 중 하나와 통합합니다.

• 하이퍼바이저: Oracle VM VirtualBox 또는 Oracle VM 등

VM 템플리트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퍼바이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클라우드 서비스: Oracle Compute Cloud 또는 Amazon EC2(Elastic Compute Cloud) 등

1.6.4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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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본 SGD 서버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
다음 단계에 따라 기본 SGD 서버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VM에 SGD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기본 SGD 서버 배치의 경우 주 SGD 구성요소를 설치합니다.

1.2절. “주 SGD 구성요소 설치”에서 이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SGD 설치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tarantella start 명령을 실행합니다.

2. SGD 서버를 구성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 프로파일 객체, 응용 프로그램 객체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만듭니다.

3장. SGD 시작하기에서 이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3. 다음과 같이 SGD 서버를 중지합니다.

# tarantella stop

4. SGD 배치에 대한 VM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SGD 서버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추가 옵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명령 옵션 사용 예는 1.6.3절. “VM 템플리트 이미지 준비 예”를 참조하십
시오.

5. 필요에 따라 VM 운영체제를 수정하여 템플리트로 사용할 준비를 완료합니다.

6. VM 템플리트 이미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VM 템플리트 이미지 파일 생성에 필요한 단계는 하이퍼바이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6.2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
다음 단계에 따라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VM에 SGD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의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주 SGD 구성요소를 설치합니다.

1.2절. “주 SGD 구성요소 설치”에서 이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SGD 설치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tarantella start 명령을 실행합니다.

• SGD Gateway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의 SGD Gateway 설치에서 이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opt/SUNWsgdg/bin/gateway setup 명령을 실행합니다.

2. SGD 서버를 구성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 프로파일 객체, 응용 프로그램 객체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만듭니다.

3장. SGD 시작하기에서 이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실행 중인 모든 SGD 구성요소를 중지합니다.

• SGD 서버를 중지합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insta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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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antella stop

• SGD Gateway를 중지합니다:

# /opt/SUNWsgdg/bin/gateway stop

4. SGD Gateway를 구성합니다.

SGD 서버에서 tarantella discover gateway 명령을 사용하여 SGD 서버와 동일한 호스트에 설치된 SGD Gateway를
검색 및 구성합니다.

# tarantella discover gateway --local

5. SGD 배치에 대한 VM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SGD 서버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추가 옵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명령 옵션 사용 예는 1.6.3절. “VM 템플리트 이미지 준비 예”를 참조하십
시오.

6. 필요에 따라 VM 운영체제를 수정하여 템플리트로 사용할 준비를 완료합니다.

7. VM 템플리트 이미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VM 템플리트 이미지 파일 생성에 필요한 단계는 하이퍼바이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6.3 VM 템플리트 이미지 준비 예
SGD가 다음 인스턴스 시작을 자동으로 재구성하도록 하려면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제공되어야 할 매개변수를 구성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필요한 매개변수로는 새 인스턴스의 외
부 DNS 호스트 이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tarantella prepare 명령을 사용하여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기본 SGD 서버 배치에 대한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에 대한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tarantella discover gateway --local
# tarantella prepare image

•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deployment-script oracle-compute.sh \
  --require-password --require-externalname

여기서 oracle-compute.sh는 Oracle Compute Cloud Service에 사용되는 배치 스크립트입니다.

이 예에서는 VM 인스턴스에 대해 sgdadmin 사용자의 암호와 공용 IP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 Amazon EC2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deployment-script amazon-ec2.sh \
  --require-password

여기서 amazon-ec2.sh는 Amazon EC2 Cloud 서비스에 사용되는 배치 스크립트입니다.

이 예에서는 VM 인스턴스에 대해 sgdadmin 사용자의 암호를 구성해야 합니다.

1.6.4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구성
기본적으로 SGD에는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및 Amazon EC2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GD
는 배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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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스크립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SGD 인스턴스 시작에 필요한 정보를 질의합니다. 인스턴스의 IP 주소 또는 호스
트 이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배치 스크립트가 SGD와 함께 제공됩니다.

• oracle-compute.sh - Oracle Compute Cloud Service용

1.6.4.1절. “Oracle Compute Cloud Service에서 SGD 인스턴스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 amazon-ec2.sh - Amazon EC2 서비스용

1.6.4.2절. “Amazon EC2 서비스에서 SGD 인스턴스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배치 스크립트는 SGD 서버의 /opt/tarantella/var/deploymentscript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tarantella prepare image 명령을 사용하여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준비할 때 필요한 배치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deployment-script script-name

여기서 script-name은 배치 스크립트의 이름입니다.

1.6.4.1 Oracle Compute Cloud Service에서 SGD 인스턴스 만들기
다음 단계에 따라 Oracle Compute Cloud Service에서 VM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선택사항) SGD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만듭니다.

• 기본 SGD 서버 배치의 경우 1.6.1절. “기본 SGD 서버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의 경우 1.6.2절.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를 참조하십
시오.

VM 인스턴스에 대한 단일 포트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이 배치를 사용합니다.

VM 이미지를 준비할 때 다음 옵션을 지정합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deployment-script oracle-compute.sh \
--require-password --require-externalname

2. (선택사항) Oracle Cloud Compute Service로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Oracle Compute Cloud Service에서는 이 이미지를 머신 이미지라고 합니다.

3. 새 VM 인스턴스를 만들고 구성합니다.

주

Oracle Cloud Compute Service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
용은 Oracle Cloud Compute Servic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 Oracle Cloud 대시보드에 로그인하여 이미지 목록에서 SGD 머신 이미지를 찾습니다.

b. SGD 머신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c.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 배치에 맞는 인스턴스 크기 조정을 설정합니다.

• 인스턴스에 대해 미리 정의된 공용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 인스턴스에 대해 다음 사용자정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

https://docs.oracle.com/cloud/latest/stcomputecs/compute-cloud-tas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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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ip-address": "instance-ip-address",
          
        "sgdadmin-pwd": "sgdadmin-password"
            
            }

여기서 instance-ip-address는 인스턴스에 대해 구성된 공용 IP 주소이며, sgdadmin-password는 SGD 서버의
sgdadmin 사용자에 대한 암호입니다.

주

인스턴스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 "public-ip-address" 속성 대신
"public-hostname"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인스턴스 만들기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e. TCP 포트 443의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4.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https://public-ip-address/sgd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public-ip-address는 인스턴스의 공용 IP 주소입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자정의 속성에 지정된 암호를 사용하여 sgd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sgdadmin 사용자 암호를 변경합니다.

1.6.4.2 Amazon EC2 서비스에서 SGD 인스턴스 만들기
다음 단계에 따라 Amazon EC2 서비스에서 VM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선택사항) SGD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만듭니다.

• 기본 SGD 서버 배치의 경우 1.6.1절. “기본 SGD 서버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의 경우 1.6.2절.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에 대한 VM 템플리트 만들기”를 참조하십
시오.

VM 인스턴스에 대한 단일 포트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이 배치를 사용합니다.

VM 이미지를 준비할 때 다음 옵션을 지정합니다.

# tarantella prepare image --deployment-script amazon-ec2.sh --require-password

2. (선택사항) AWS(Amazon 웹 서비스)로 VM 템플리트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AWS에서는 이 이미지를 AMI(Amazon 머신 이미지)라고 합니다.

3. VM 인스턴스를 만들고 구성합니다.

주

Amazon EC2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 AWS에 로그인하여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SGD AMI를 찾습니다.

b. SGD AMI를 기반으로 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c.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 배치에 맞는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인스턴스에 대해 다음 사용자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https://aws.amazon.com/documentation/ec2/
https://aws.amazon.com/documentation/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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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admin-pwd=sgdadmin-password

여기서 sgdadmin-password는 SGD 서버의 sgdadmin 사용자에 대한 암호입니다.

d. 인스턴스 만들기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e. TCP 포트 443의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4.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https://public-hostname/sgd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public-hostname은 인스턴스의 외부 DNS 호스트 이름입니다. 인
스턴스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에 지정된 암호를 사용하여 sgd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sgdadmin 사용자 암호를 변경합니다.

1.6.5 SGD VM 템플리트에 대한 문제 해결 항목
이 절에는 SGD VM 템플리트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 해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5.1 응용 프로그램 객체 이름에 SGD 호스트 이름 문자열 사용
SGD 호스트 이름을 객체 이름 일부로 지정하는 경우 새 VM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객체 이름이 업데이트되
지 않습니다. SGD 호스트를 나타내는 기본 Tarantella Server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SGD 객체의 이름을 지정할 때 호스트 이름 문자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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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SGD 업그레이드
이 장에서는 이전 버전의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에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합
니다. SGD 서버에 패치 적용에 대한 세부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절.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 2.2절. “업그레이드 수행”

• 2.3절. “비표준 위치의 SGD 업그레이드”

• 2.4절. “다른 SGD 구성요소 업그레이드”

• 2.5절. “SGD 서버에 패치 적용”

2.1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섹션에서는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과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2.1.1 업그레이드 및 EAP(Early Access Program) 소프트웨어
SGD EAP(Early Access Program) 소프트웨어 릴리스로의 업그레이드 또는 이 릴리스에서의 업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EAP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항상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2.1.2 업그레이드 조건
이 SGD 버전에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플랫폼 지원 및 릴리스 노트에 나와 있습니
다.

다른 SGD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려면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려면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빈 파일인 /opt/tarantella/var/
UPGRADE를 만들어야 합니다. SGD 설치가 제대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3 업그레이드 및 보안 모드 설치
SGD는 기본적으로 보안 모드에서 설치됩니다. 보안 모드 설치의 경우 SSL 인증서가 SGD 서버에 설치됩니다. SSL 인
증서가 설치 중에 생성되는 자체 서명 인증서가 될 수 있으며, 또는 사용자 자신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그레이드 시 발생하는 상황은 SGD의 업그레이드 이전 버전에서 보안 연결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
라집니다.

•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가 보안 설치가 아닌 경우 업그레이드는 보안 모드 설치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는 SGD의 클린
설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가 보안 설치이며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업그레이드는 보안 모드 설치로 기본 설정
되고 새 자체 서명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주

SGD Gateway와 함께 SGD 서버를 사용 중인 경우 이 Gateway에 새 인증서를 설치하여
Gateway 배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Gateway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가 보안 설치이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업그레이드는 동일한 인증서를 사
용하는 보안 모드 설치로 기본 설정됩니다.

2.1.4 업그레이드 및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
SGD 릴리스 4.7부터 비-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CAL(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은 더 이상 SGD 서버의 라
이센스 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CAL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한 위치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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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는 업그레이드 이후 원격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에서 발행한 임시 CAL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장치에 올바른 CAL이 저장될 때까지 임시 CA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5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업그레이드 시 pkgadd 명령이 몇 가지 검사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변
경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pkgadd가 이러한 검사를 건너뛰고 사용자 확인 없이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관리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상호 작용이 없도록 하려면 관리 파일에 다음 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onflict=nocheck
instance=unique

SGD 업그레이드 시 pkgadd -a adminfile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 파일을 지정합니다.

업그레이드 시 관리 파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SGD 설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용 관리 파일을 만들고 사용자가 -a
adminfile 옵션과 함께 pkgadd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종료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2.1.6 업그레이드 및 기존 구성
업그레이드 시 기존 구성에 다음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이전에 ENS(Enterprise Naming Scheme) 데이터 저장소라고 했던 기존 로컬 저장소가 보존되고 백업됩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SGD 조직 계층의 모든 객체에 대한 저장 영역입니다.

/opt/tarantella/var/ens 디렉토리가 /opt/tarantella/var/ens.oldversion 디렉토리에 백업됩니다.

백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 ENS 데이터베이스가 새 버전의 SGD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변경 작업을 수행해야 하
는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SGD 서버 구성 및 SGD 전역 구성이 보존되지만 백업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성은 /opt/tarantella/var/serverconfig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이 구성은 새 등록 정보 파일을 추가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에 새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 /opt/tarantella/var/serverresources 디렉토리의 모든 서버 리소스 파일이 교체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SGD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어하므로 정상적으로 편집되지 않습니다.

• SGD 로그인 스크립트는 보존되고 백업됩니다.

/opt/tarantella/var/serverresources/expect 디렉토리는 /opt/tarantella/var/serverresources/expect.oldversion에 백업됩
니다.

• 사용자정의된 SGD 파일이 백업되지만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스크립트와 같은 사용자 파일을 추가하는 것처럼 표준 설치에서 찾은 파일을 변경하여 SGD를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새 버전의 SGD 설치 시 설치 프로그램에서는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
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2.2.3절. “사용자정의된 SGD 설치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2.1.7 업그레이드 및 UNIX 오디오
업그레이드 이후 X 응용 프로그램의 오디오를 사용하려면 UNIX 또는 Linux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SGD
Enhancement Module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지침은 2.4.2절.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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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 및 SGD Enhancement Module 버전이 서로 다르면 UNIX 오디오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2 업그레이드 수행
SGD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단일 서버 어레이 또는 다중 서버 어레이를 업그레이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GD
를 사용자정의한 경우 사용자정의한 파일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2.1 전체 라이센스 단일 서버 어레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 일시 중지된 세션을 포함하여 사용자 세션 및 응용 프로그램 세션이 어레이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 새 버전의 SGD를 설치하여 서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2.2.2 전체 라이센스 다중 서버 어레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다중 서버 어레이의 모든 SGD 서버는 동일한 버전의 SGD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즉, 어레이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레이를 해제하고, 각 서버를 독립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어레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1. 일시 중지된 세션을 포함하여 사용자 세션 및 응용 프로그램 세션이 어레이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 어레이를 해제합니다.

기본 SGD 서버의 어레이에서 보조 SGD 서버를 분리합니다.

# tarantella array detach --secondary server

한 번에 하나의 보조 SGD 서버만 분리합니다. 어레이 구조를 변경한 후 추가 변경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SGD가 어
레이의 모든 SGD 서버에 대한 변경사항을 복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본 SGD 서버에서 tarantella status 명령을
실행하여 어레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기본 SGD 서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4.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보조 SGD 서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5. 어레이를 재구성합니다.

모든 SGD 서버의 시계가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시간 차이가 1분을 초과하는 경우 어레이 결합 작업이 실패합니다.

기본 SGD 서버의 어레이에 보조 SGD 서버를 추가합니다.

# tarantella array join --secondary server

한 번에 하나의 보조 SGD 서버만 추가합니다. 어레이 구조를 변경한 후 추가 변경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SGD가 어
레이의 모든 SGD 서버에 대한 변경사항을 복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본 SGD 서버에서 tarantella status 명령을
실행하여 어레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2.2.3 사용자정의된 SGD 설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 SGD 설치 프로그램은 검색된 사용자정의된 파일을 보존하지만 업그레이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일
은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다음 두 파일 세트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SGD 웹 서버 파일 – SGD 웹 서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및 웹 응용 프로그램 파일

• SGD 서버 파일 – 로그인 스크립트와 같이 SGD 서버에서 사용되는 파일

업그레이드한 후 다음 두 유형의 사용자정의된 파일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정의된 파일 – 표준 SGD 설치에서 SGD 관리자가 변경한 것으로 검색된 파일

• 비스포크 파일 – 조직에서 만들고 SGD 설치에 추가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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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사용자정의된 SGD 웹 서버 파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 설치 프로그램은 검색된 모든 사용자정의된 SGD 웹 서버 파일을 백업합니다. 백업된 파일 및 해당 위치
가 /opt/tarantella/var/log/webservercustomized.list 로그 파일에 나열됩니다.

사용자정의된 파일을 업그레이드하려면 diff 및 patch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표준 SGD 설치의 파일과 백업된 파
일 간을 비교하고 해당 차이점을 병합합니다.

SGD 설치 프로그램은 검색된 모든 비스포크 SGD 웹 서버 파일을 새 설치에 복사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변경되지 않습
니다.

2.2.3.2 사용자정의된 SGD 서버 파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 SGD 설치 프로그램은 검색된 사용자정의된 SGD 서버 파일 및 비스포크 SGD 서버 파일을 백업하고 다
음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 /opt/tarantella/var/log/upgraded.files –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

• /opt/tarantella/var/log/customized.list – 관리자가 편집하거나 추가한 모든 파일 목록

• /opt/tarantella/var/log/customizedchanged.list – 업그레이드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관리자가 편집한 모든 파일 목록

• /opt/tarantella/var/log/docrootjava.log – 원래 설치에서 수정된 Java 기술 파일 또는 새 Java 기술 파일 목록

이러한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파일을 식별합니다.

사용자정의된 SGD 서버 파일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 사용자정의된 파일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2. SGD 버전 간에 수행된 변경사항을 식별합니다.

customizedchanged.list 로그 파일은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사용자정의된 파일을 나열합니다. 이 로그 파일에
나열된 각 파일에 대해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세 버전의 파일이 있습니다.

• 다음 디렉토리에 있는 사용자정의된 기존 버전

• /opt/tarantella/var/serverresources.oldversion(로그인 스크립트인 경우)

• /opt/tarantella/etc/data.oldversion(색상 맵과 같은 다른 파일인 경우)

• /opt/tarantella/etc/templates.oldversion 디렉토리에 있는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기존 버전

• /opt/tarantella/etc/templates 디렉토리에 있는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새 버전

diff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이전 파일과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새 파일을 비교합니다. 이
는 SGD 버전 간에 수행된 변경사항을 강조 표시합니다.

3. 사용자정의된 파일에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patch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전 단계에서 식별된 변경사항을 사용자정의된 파일의 복사본에 적용합니다.

4. 업그레이드된 사용자정의된 파일을 새 SGD 설치의 올바른 위치에 복사합니다.

비스포크 SGD 서버 파일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 비스포크 파일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2. SGD 버전 간에 수행된 변경사항을 식별합니다.

docrootjava.log 및 customized.list 로그 파일은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는 비스포크 파일을 나열합니다.

비스포크 파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방법은 표준 SGD 파일의 버전을 비교하여 수행된 변경사항을 식별한 다음
이러한 변경사항을 비스포크 파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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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이전 파일과 사용자정의되지 않은 새 파일을 비교합니다. 이
는 SGD 버전 간에 수행된 변경사항을 강조 표시합니다.

변경사항을 식별하려면 다음 파일을 비교합니다.

• /opt/tarantella/etc/templates.oldversion 디렉토리에 있는 이전 버전의 표준 SGD 파일

• /opt/tarantella/etc/templates 디렉토리에 있는 새 버전의 표준 SGD 파일

3. 비스포크 파일에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patch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2단계에서 식별된 변경사항을 비스포크 파일의 복사본에 적용합니다.

4. 업그레이드된 비스포크 파일을 새 SGD 설치의 올바른 위치에 복사합니다.

2.3 비표준 위치의 SGD 업그레이드
SGD의 표준 설치 위치는 /opt/tarantella 디렉토리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위치에 SGD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표준 위치에 SGD를 설치한 경우 업그레이드 정보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inux 플랫폼에서 rpm 명령 사용
Linux 플랫폼에서 SGD 표준 설치의 경우 1.2.1절. “SGD를 설치하는 방법”과 같이 yum 명령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합니
다.

비표준 위치의 SGD 설치를 업그레이드하려면 rpm -Uvh --prefix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진 프로그램의 경로
비표준 설치의 경우 일부 SGD 이진 및 스크립트(예: SGD와 함께 제공된 X11 글꼴 유틸리티 프로그램)를 실행할 때 추
가 이진 경로와 라이브러리 경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mkfontdir을 실행합니다.

# PATH=/opt/custom/X11/X11-version/bin:$PATH 
# mkfontdir /opt/custom/X11/X11-version/share/fonts/X11/myfonts

여기서 /opt/custom은 비표준 설치 디렉토리이고 myfonts는 X 글꼴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글꼴 캐시 유틸리티 fc-query를 실행합니다.

# LD_LIBRARY_PATH=/opt/custom/X11/X11-version/lib:/opt/custom/lib
# FONTCONFIG_FILE=/opt/custom/X11/X11-version/etc/fonts/fonts.conf
# /opt/custom/X11/X11-version/bin/fc-query /opt/custom/X11/X11-version/share/fonts/X11/ibm/ibm505.pcf

여기서 /opt/custom은 비표준 설치 디렉토리입니다.

2.4 다른 SGD 구성요소 업그레이드
이 절에서는 SGD Enhancement Module, SGD 클라이언트 및 SGD Gateway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2.4.1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1. (선택사항) SGD Enhancement Module의 현재 버전이 버전 4.7 이전이면 수동으로 현재 버전을 제거합니다.

주의

현재 버전을 수동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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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절.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새 버전의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합니다.

1.3.1절.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4.2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SGD Enhancement Module을 업그레이드하고 UNIX 오디오 모듈을 설치할 때 UNIX 오디오 모듈이 이미 실행 중임을 알
리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SGD 오디오 드라이버가 현재 사용 중이며 중지될 수 없으므로 이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다음에 호스트를 다시 시작할 때 업그레이드된 SGD 오디오 드라이버가 로드됩니다.

1. 새 버전의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합니다.

1.4절.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2.4.3 SGD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SGD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버전의 SGD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사용자 브라우저에 지원되는 버전의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Java 기술이 사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 모든 기존 브라우저 세션을 닫습니다.

2. 새 브라우저 세션을 시작합니다.

3. SGD에 로그인합니다.

3.1.1절. “SGD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4.4 SGD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전 버전의 SGD 클라이언트가 수동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 새 버전의 SGD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2.4.5 SGD Gateway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 최신 버전의 SGD Gateway를 설치합니다.

SGD Gateway 설치 및 구성 지침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5 SGD 서버에 패치 적용
tarantella patch 명령을 사용하여 SGD 서버에 패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pache 웹 서버나 SGD에서 사용된 JDK
와 같은 SGD 구성요소를 업데이트합니다.

tarantella patch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rantella patch를 참조하십시오.

2.5.1 SGD 서버에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
패치 파일들은 아카이브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카이브 파일은 tar 또는 tar.gz 형식이어야 합니다.

1. SGD 서버를 중지합니다.

# tarantella stop

2.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tta-pat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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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antella patch add --file /usr/local/share/patches/patch-files.tar.gz

여기서 /usr/local/share/patches/patch-files.tar.gz는 패치 아카이브 파일의 전체 경로입니다.

3. SGD 서버를 시작합니다.

# tarantella start

4. 패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tarantella patch list

2.5.2 tarantella patch 명령 사용
tarantella patch 명령을 사용하여 SGD 서버에 대해 패치를 적용/제거하고 설치된 패치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SGD 서버에 설치된 패치를 모두 나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tarantella patch list

• SGD 서버에서 패치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tarantella patch remove --name patch-name

• SGD 서버에 패치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tarantella patch add --file /usr/local/share/patches/patch-files.tar.gz

여기서 patch-files.tar.gz는 패치 파일 아카이브의 이름입니다.

tarantella patch 명령을 사용할 때의 오류는 /opt/tarantella/var/log/patch.log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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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SGD 시작하기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에 로그인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절. “SGD에 로그인”

• 3.2절. “작업 영역 사용”

• 3.3절. “SGD 관리 도구”

• 3.4절. “사용자 만들기”

• 3.5절. “작업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 추가”

• 3.6절. “SGD 관리”

• 3.7절. “SGD 제어”

• 3.8절. “SGD 네트워크 구조”

• 3.9절. “다음 단계”

3.1 SGD에 로그인
SGD는 여러 사용자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SGD 호스트에 계정이 있는 사용자는 해당 UNIX 또는 Linux
시스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SG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1.1 SGD에 로그인하는 방법
주

이 절에서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SGD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태블릿 장치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사용 설명서의 태블
릿 장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SGD를 사용하려면 SGD 클라이언트 및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GD 클라이언트는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자동 설치를 수행하려면 브라우저에 지원되는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며 Java 기
술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 Java 기술이 없는 경우 SGD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설치한 다음 SGD에 연결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와 함께 SGD를 사용하려면 브라우저에 JavaScript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SGD 서버가 지원되지 않는 CA(인증 기관)에서 서명된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SGD에 로
그인할 때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보안 경고 및 방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s://server.example.com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
입니다.

그림 3.1.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와 같이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3/html/user-using-tablet.html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3/html/user-using-tabl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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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

2. (선택사항) 선호 언어를 선택합니다.

시작 페이지 위쪽에 있는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시작 페이지가 선택한 언어로 표시됩니다.

3. Login(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림 3.2. “SGD 로그인 페이지”와 같이 SGD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SGD에 로그인합니다.

SGD를 설치하면 SGD는 사용자 이름 “Administrator”를 사용하여 기본 SGD 관리자를 만듭니다. 이 사용자는 호스트
에서 UNIX 또는 Linux 시스템 루트 사용자의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사용자 이름에 Administrator를 입력하고 암호에 수퍼 유저(루트)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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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GD 로그인 페이지

Java 기술 보안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Run(실행)을 눌러 SGD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Untrusted Initial Connection(신뢰할 수 없는 초기 연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림 3.3. “신뢰할 수 없는 초기 연결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3.3 신뢰할 수 없는 초기 연결 메시지

5. Untrusted Initial Connection(신뢰할 수 없는 초기 연결)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Untrusted Initial Connection(신뢰할 수 없는 초기 연결) 메시지는 SGD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에만 연
결하도록 하는 보안 조치입니다. 연결에 동의하기 전에 메시지를 통해 호스트 이름 및 서버 인증서 세부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연결하는 각 SGD 서버에 대해 한 번만 표시됩니다.

호스트 세부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올바른 경우 Yes(예)를 누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경우 No(아니오)를 누릅
니다.

그림 3.4. “Administrator 사용자 작업 영역”과 같이 Administrator 사용자 작업 영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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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dministrator 사용자 작업 영역

SGD 클라이언트 아이콘이 작업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그림 3.5. “SGD 클라이언트 작업 표시줄 아이콘”을 참조하십
시오.

그림 3.5 SGD 클라이언트 작업 표시줄 아이콘

3.2 작업 영역 사용
작업 영역에는 SGD 관리 도구를 포함하여 SGD를 통해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문서가 나열됩니다.

작업 영역에는 SGD 사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SGD 설치 프로그램이 호스트에서 찾은 몇 가지 샘플 응용 프로그램이 나
열됩니다.

주

태블릿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영역의 일부 기능이 변경되며 응용 프로그램 실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사용 설명서의 태블릿 장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3.2.1 응용 프로그램 실행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그림 3.6. “작업 영역의 응용 프로그램 링크”와 같이 작업 영역에서 해당 링크를 누릅니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3/html/user-using-tabl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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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작업 영역의 응용 프로그램 링크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인증 정보입니다. 이러한 세부정보는 안전하게 캐시될 것이므로 각 응용 프로그램 서버
에 대해 여러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SGD 관리자가 응용 프로그램 표시 방법을 구성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창 데코레이션 없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
고,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창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창에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작업 영역에서 응용 프로그램 이름 앞에 삼각형이 표시되며 그 뒤의 괄호 안에 숫자가 표
시됩니다. 또한 그림 3.7. “세션 도구 모음”과 같이 세션 도구 모음이 응용 프로그램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그림 3.7 세션 도구 모음

괄호 안의 숫자는 시작된 개별 응용 프로그램 인스턴스 수입니다. SGD 관리자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인스턴스 수를 구성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표시되지 않을 때도 계속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재개 가능” 응
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 창을 닫으려면 응용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합니다. 창
을 다시 표시하고 응용 프로그램 사용을 시작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실행 중인 각 응용 프로그램 인스턴스에 대해 별도의 세션 도구 모음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일시 중지하려면 Suspend(일시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재개하려면 Resume(재개) 버튼을 누릅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종료하려면 Cancel(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응용 프로그램 세션의 세션 도구 모음을 숨기고 표시하려면 그림 3.8. “숨겨진 세션 도구 모음”과 같이 삼각형을 누릅니
다.

그림 3.8 숨겨진 세션 도구 모음

응용 프로그램 영역 맨 위에 있는 링크에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는 다음
과 같이 사용됩니다.

•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려면 Suspend All(모두 일시 중지)을 누릅니다.

• 일시 중지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재개하려면 Resume All(모두 재개)을 누릅니다.

• 실행 중이거나 일시 중지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Cancel All(모두 취소)을 누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세 가지 재개 설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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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Never(사용 안함) SGD에서 로그아웃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재개 불가능 응용 프로그램은 일시 중지 또는 재개할 수 없습니다.
During the User Session(사용자
세션 중)

SGD에서 로그아웃할 때까지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됩니다.

로그인한 동안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고 재개할 수 있습니다.
General(일반) SGD에서 로그아웃한 후에도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됩니다.

다시 로그인하는 경우 Resume(재개) 버튼을 눌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표시합니다.

재개 가능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SGD에서 로그아웃한 후에도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중에도 응용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또는 기타 충돌에서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3.2.2 설정 변경
작업 영역의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영역에서 Edit(편집) 버튼을 누르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dit Groups(그룹 편집) 탭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그룹으로 정렬하여 작업 영역을 개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표
시되는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룹은 유사한 응용 프로그램을 함께 보관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을 숨기는 데 유용합니다. SGD 관리자만 사용자 작업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응용 프로그램을 추
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Client Settings(클라이언트 설정) 탭에서는 SGD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예: 사용할 프록시 서버)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설정은 클라이언트 장치의 프로파일에 저장됩니다.

Password Preferences(암호 기본 설정) 탭에서는 SGD에 로그인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입력한 사용자 이름
과 암호를 SGD에서 기억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2.3 로그아웃
브라우저를 닫기 전에 SGD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그러면 SGD에서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고 SGD 클라이언트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하지 않고 브라우저를 닫으면 SGD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습니다. SGD 클라이언트가 계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실수로 브라우저를 닫은 경우 다시 로그인해야만 작업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SGD에서 로그아웃하려면 작업 영역에서 Logout(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OK(확인)를 누릅니
다.

3.3 SGD 관리 도구
SGD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 관리 콘솔 – 사용자 및 사용자 세션 관리, SGD 서버 구성 및 SGD 사용자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구성을 사용으로 설정
합니다.

• 프로파일 편집기 – 조직의 사용자에 대한 SGD 클라이언트의 설정 정의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tarantella 명령 – 명령줄에서 SGD의 제어 및 구성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관리 콘솔과 프로파일 편집기는 SGD 관리자의 작업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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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관리 콘솔
관리 콘솔을 표시하려면 Safari를 제외하고 SGD에서 지원되는 모든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GD의 지원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플랫폼 지원 및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우저
에서 JavaScript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 콘솔은 어레이의 기본 SGD 서버에서 실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3.3.1.1 관리 콘솔 시작

관리 콘솔을 시작하려면 작업 영역에서 해당 링크를 누릅니다.

작업 영역을 표시하지 않고 관리 콘솔을 실행하려는 경우 다음 위치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https://server.example.com - Launch the Secure Global Desktop Administration Console(Secure Global Desktop 관
리 콘솔 실행) 링크를 누릅니다.

• https://server.example.com/sgdadmin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입니다.

작업 영역을 표시하지 않고 관리 콘솔을 실행하는 경우 SGD 관리자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관리 콘솔은 브라우저의 기본 언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작업 영역 언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3.1.2 관리 콘솔 사용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면 그림 3.9. “탐색 보기의 관리 콘솔”과 같이 Navigation View(탐색 보기)에서 관리 콘솔이 열립니
다.

그림 3.9 탐색 보기의 관리 콘솔

Navigation View(탐색 보기)는 SGD의 여러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탭에 액세스할 수 있는 최상위 레벨 보기입니다. 다음
표에는 Navigation View(탐색 보기)에서 사용 가능한 탭 및 해당 용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Tab 설명
Secure Global Desktop
Servers(Secure Global Desktop 서
버)

SGD 서버를 관리하고 구성합니다.

이 탭은 3.6절. “SGD 관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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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설명
Sessions(세션) 사용자의 SGD 세션 및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관리합니다.

이 탭은 3.6.2절. “사용자 모니터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User Profiles(사용자 프로파일) 사용자의 SGD 설정을 관리하고 구성합니다.

이 탭은 3.4절. “사용자 만들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사용자가 SGD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구성합니다.

이 탭은 3.5절. “작업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 추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pplication Servers(응용 프로그램
서버)

SGD를 통해 표시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고
구성합니다.

이 탭은 3.5절. “작업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 추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Global Settings(전역 설정) SGD 전체에 적용되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 탭은 3.6절. “SGD 관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Caches(캐시) SGD에서 저장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 암호를 관리합니다.

SGD는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는 디렉토리의 객체로 표시됩니다. 객체는 조직을 나타내는 조직 계층으
로 구성됩니다.

• 각 유형의 객체는 속성이라는 다른 구성 설정을 사용합니다.

• 객체 간의 관계는 중요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 각 객체는 고유 이름을 사용하여 식별됩니다.

SGD에는 여러 객체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객체를 선택하면 관리 콘솔이 Object View(객체 보기)로 변경됩
니다. 관리 콘솔에서는 그림 3.10. “관리 콘솔 탐색 링크”와 같이 Object View(객체 보기)와 Navigation View(탐색 보기)
간을 전환할 수 있는 링크 및 최근에 작업한 객체 간에 전환할 수 있는 Object History(객체 내역)를 제공합니다.

그림 3.10 관리 콘솔 탐색 링크

주의

관리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브라우저의 Back(뒤로) 버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관리 콘
솔에서 탐색 링크를 사용하여 페이지 간에 이동하십시오.

User Profiles(사용자 프로파일),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및 Application Servers(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은 두 섹션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림 3.11. “탐색 트리 및 컨텐츠 영역”과 같이 왼쪽에는 탐색 트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컨텐츠
영역이 있습니다. 탐색 트리에는 조직 계층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 객체만 표시됩니다. 탐색 트리에서 객체를
찾아보고 선택하면 컨텐츠 영역에 선택한 객체에 포함된 객체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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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탐색 트리 및 컨텐츠 영역

관리 콘솔의 여러 탭과 화면에는 검색 필드가 있습니다. 검색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 와일드카드 문자만 허용
합니다. 검색 결과가 테이블에 표시되고 최대 150개 적중 횟수로 제한됩니다.

관리 콘솔에 포함된 대부분의 탭은 테이블에 정보를 표시합니다. 테이블 셀의 정보는 대체로 추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누를 수 있는 링크입니다.

3.3.2 tarantella 명령
tarantella 명령은 install-dir/bin 디렉토리에 설치된 스크립트입니다. 기본적으로 install-dir은 /opt/tarantella입니다. 이 스
크립트는 표준 PATH에 없으므로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전체 경로를 사용하거나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opt/tarantella/
bin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PATH에 /opt/tarantella/bin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PATH=$PATH:/opt/tarantella/bin; export PATH

• 별칭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lias t=/opt/tarantella/bin/tarantella

tarantella 명령은 실제로 각각 고유한 하위 명령 세트를 포함할 수 있는 명령 그룹입니다. 항상 tarantella 명령을 통해 하
위 명령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tarantella config list

--help 명령줄 인수를 사용하여 각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명령이 해당 명령을 기초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tarantella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와 관련해서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SGD 서버와 SGD 웹 서버를 제어하는 명령은 수퍼 유저(루트)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SGD 서버 어레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명령은 SGD 관리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모든 명령은 ttaserv 그룹의 모든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usermod -G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ttaserv 그룹의 멤버로 설정합니다. ttaserv 그룹은 사용자의 기본 또는 유효 그룹
이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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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용자 만들기
이 섹션에서는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SGD 사용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프로파일 객체를
만듭니다. 사용자 프로파일은 SGD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사용자의 SGD
설정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를 SGD 관리자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팁

사용자 정보 확보를 위해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SG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DAP 통합용 SGD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 필
요가 없습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는 LDAP 통합용 SGD를 구성하
는 방법의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 콘솔의 User Profiles(사용자 프로파일) 탭에서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그림 3.12. “사용자 프로파
일 탭”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12 사용자 프로파일 탭

기본적으로 이 탭에는 organization(명령줄의 o=organization)이라는 디렉토리 객체와 com(명령줄의 dc=com)이라는 디
렉토리(경량) 객체 등 두 개의 “최상위 레벨”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으
며, 새 최상위 레벨 객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상위 레벨 객체 유형 내에서 사용자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객체를 만듭니다.

다른 디렉토리 객체를 사용하여 조직을 세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각 부서에 대해 디렉토리(조직 구성 단위)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1 사용자 프로파일 및 SGD 관리자 만들기
이 섹션에서는 직접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자신을 SGD 관리자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SGD
관리자는 항상 사용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SGD 관리자만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SGD 관리자는 User Profiles(사용자 프로파일) 탭의 System Objects(시스템 객체) 조직에 있는 역할 객체 중 하나를 사
용하여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역 관리자 역할 객체는 사용자에게 전체 SGD 관리 권한을 지정하고 관
리 도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역할은 제한된 관리 권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른 후 해당 UNIX 또는 Linux 시스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SGD에 로그인하고 관리 콘솔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tarantella object new_person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고, tarantella role add_member 명령을 사용하여
SGD 관리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3.4.1.1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
1. 관리 콘솔에서 User Profiles(사용자 프로파일)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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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계층에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림 3.13. “선택한 조직 객체”와 같이 탐색 트리를 사용하여 조직 객체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사용자 프로파일을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3 선택한 조직 객체

3. 사용자 프로파일 객체를 만듭니다.

a. 컨텐츠 영역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Create a New Object(새 객체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b. Name(이름) 필드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John Doe를 입력합니다.

c. User Profile(사용자 프로파일)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Create(만들기)를 누릅니다.

Create a New Object(새 객체 만들기) 창이 닫히고 컨텐츠 영역이 새 객체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림 3.14. “새로 만
든 사용자 프로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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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새로 만든 사용자 프로파일

4. View New Object(새 객체 보기) 링크를 누릅니다.

Object View(객체 보기)에 사용자 프로파일의 General(일반) 탭이 표시됩니다. 그림 3.15. “사용자 프로파일의 일반
탭”을 참조하십시오.

5.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합니다.

a. Surname(성) 필드에 사용자 성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Doe를 입력합니다.

b. Login(로그인) 확인란이 선택되고 Multiple(복수)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SG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c. Login Name(로그인 이름) 필드에 UNIX 또는 Linux 시스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jdoe를 입력합니다.

이 속성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d. Email Address(전자 메일 주소) 필드에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john.doe@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이 속성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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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사용자 프로파일의 일반 탭

e. Save(저장)를 누릅니다.

3.4.1.2 SGD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
1. 관리 콘솔에서 User Profiles(사용자 프로파일) 탭을 누릅니다.

2. 탐색 트리에서 System Objects(시스템 객체)를 누릅니다.

그림 3.16. “시스템 객체 테이블”과 같이 System Objects(시스템 객체) 테이블이 컨텐츠 영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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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시스템 객체 테이블

3. System Objects(시스템 객체) 테이블에서 관리자 역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Global Administrators(전역 관리자) 링크를 누릅니다.

그림 3.17. “멤버 탭”과 같이 Members(멤버) 탭이 Object View(객체 보기)에 표시됩니다.

그림 3.17 멤버 탭

4. Editable Members(편집 가능한 멤버)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누릅니다.

Add User Assignment(사용자 지정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3.18. “사용자 지정 추가 창”을 참조하십시오.

5. 사용자 프로파일을 찾습니다.

Search(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찾거나 탐색 트리를 찾습니다.

6. 사용자 프로파일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Add(추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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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사용자 지정 추가 창

Members(멤버) 탭이 표시되고 사용자 프로파일이 Editable Members(편집 가능한 멤버) 테이블에 나열됩니다. 그
림 3.19. “업데이트된 멤버 탭”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19 업데이트된 멤버 탭

3.5 작업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 추가
이 섹션에서는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SGD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드는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
을 시작하는 링크를 사용자 작업 영역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리 콘솔의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 사용자가 SGD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림 3.20. “응용 프로그램 탭”을 참조하십시오. Application Servers(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
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구성합니다. 그림 3.27.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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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응용 프로그램 탭

응용 프로그램 객체는 항상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조직(명령줄의 o=applications)에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서
버 객체는 항상 Application Servers(응용 프로그램 서버) 조직(명령줄의 o=appservers)에 포함됩니다.

디렉토리(조직 구성 단위) 객체를 사용하여 이러한 조직을 세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렉토리 객체를 사용하여 특
정 부서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그룹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SGD에는 사용자 프로파일,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간의 링크 또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는 이
러한 링크를 지정이라고 합니다. 각 관계는 Assignment(지정) 탭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파일 객체에는
사용자에게 지정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보여주는 Assigned Applications(지정된 응용 프로그램) 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 작업 영역에 표시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보여주는 Hosting Application Servers(호스팅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
이 있습니다.

팁

LDAP 디렉토리 검색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하도록 SG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DSI(Directory Services Integration)라고 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는 DSI를 구성하는 방법의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5.1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지정하는 방법
1. 관리 콘솔에서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탭을 누르고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선택합니다.

General(일반) 탭이 Object View(객체 보기)에 표시됩니다.

2.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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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SGD 서버를 응용 프로그램 서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 Hosting Application Servers(호스팅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을 누릅니다. 그림 3.21. “호스팅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21 호스팅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

b. Editable Assignments(편집 가능한 지정)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누릅니다.

Add Application Server Assignment(응용 프로그램 서버 지정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3.22. “응용 프로그램
서버 지정 추가 창”을 참조하십시오.

c.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찾습니다.

Search(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찾거나 탐색 트리를 찾습니다.

d.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Add(추가)를 누릅니다.

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 SGD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간에 로드 균형을 조정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가 포함된 그룹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그룹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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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응용 프로그램 서버 지정 추가 창

그림 3.23. “업데이트된 호스팅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과 같이 Effective Application Servers(유효한 응용 프로그
램 서버) 테이블이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림 3.23 업데이트된 호스팅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

3. 해당 작업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이 표시되는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a. Assigned User Profiles(지정된 사용자 프로파일) 탭을 누릅니다. 그림 3.24. “지정된 사용자 프로파일 탭”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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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지정된 사용자 프로파일 탭

b. Editable Assignments(편집 가능한 지정)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누릅니다.

그림 3.25. “사용자 지정 추가 창”과 같이 Add User Assignment(사용자 지정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c. 사용자 프로파일을 찾습니다.

Search(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찾거나 탐색 트리를 찾습니다.

사용자 프로파일 또는 디렉토리 객체에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객체에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지정하면 해당 디렉토리 객체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 프로파일이 자동으
로 응용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디렉토리 객체에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d. 사용자 프로파일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Add(추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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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사용자 지정 추가 창

Effective User Profiles(유효한 사용자 프로파일) 테이블이 선택한 사용자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림 3.26. “업데이
트된 지정된 사용자 프로파일 탭”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26 업데이트된 지정된 사용자 프로파일 탭

4.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작업 영역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하기 위해 로그아웃한 다음 해당 UNIX 또는 Linux 시스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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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응용 프로그램 객체 만들기 및 지정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들고 지정하는 작업은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합니다.

3.5.2.1절.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실행되는 명령 및 응용 프로그램 표시 방법을 지정합니다.

3.5.2.2절.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지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SGD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
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SGD가 사용자 작업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 링크를 배치하도록 User Profiles(사용자 프로
파일) 탭에서 객체에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지정합니다.

3.5.1절.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지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SGD 관리자만 객체를 만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들고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서도 동일합니다.

명령줄에서 tarantella object 명령 그룹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3.5.2.1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만드는 방법
1. 관리 콘솔에서 Application Servers(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을 누릅니다.

그림 3.27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

2.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만듭니다.

그림 3.27. “응용 프로그램 서버 탭”과 같이 Application Servers(응용 프로그램 서버) 조직에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 서
버 객체를 만듭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컨텐츠 영역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Create a New Object(새 객체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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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ame(이름)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rome을 입력합니다.

c. Application Server(응용 프로그램 서버)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Create(만들기)를 누릅니다.

Create a New Object(새 객체 만들기) 창이 닫히고 컨텐츠 영역이 새 객체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림 3.28. “새로 만
든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3.28 새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

3. View New Object(새 객체 보기) 링크를 누릅니다.

그림 3.29.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의 일반 탭”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의 General(일반) 탭이 Object
View(객체 보기)에 표시됩니다.

4.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를 구성합니다.

a. Address(주소)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 서버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rome.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b. Application Start(응용 프로그램 시작)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SGD가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 Domain Name(도메인 이름) 필드에 Microsoft Windows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rome을 입력합니다.

이 속성은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인증 프로세스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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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의 일반 탭

d. Save(저장)를 누릅니다.

3.5.2.2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드는 방법

다음 절차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드는 방법의 예입니다.

1. 관리 콘솔에서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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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응용 프로그램 탭

2.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듭니다.

그림 3.30. “응용 프로그램 탭”과 같이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조직에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만듭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컨텐츠 영역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Create a New Object(새 객체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b. Name(이름)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Notepad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이름은 작업 영역의 응용 프로그램 링크에 사용됩니다.

c. Windows Application(Windows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Create(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림 3.31. “새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 객체”와 같이 Create a New Object(새 객체 만들기) 창이 닫히고 컨텐츠 영
역이 새 객체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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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새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 객체

3. View New Object(새 객체 보기) 링크를 누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객체의 General(일반) 탭이 Object View(객체 보기)에 표시됩니다.

4.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Windows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설정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예에서는 다음 구성을 제외하고 기본 설정으로도 충분합니다.

a. Launch(실행) 탭을 누릅니다.

b. Application Command(응용 프로그램 명령)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 명령을 입력합니다.

Windows 데스크탑 세션의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둡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명령의 전체 경로(예: C:\Windows\notepad.exe)를
입력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c. SGD Remote Desktop Client(SGD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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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실행 탭

d. Save(저장)를 누릅니다.

5. Presentation(프레젠테이션) 탭을 누릅니다.

a. Window Type(창 유형)을 구성합니다.

Windows 데스크탑 세션의 경우 목록에서 Kiosk(키오스크) 설정을 선택합니다.

개별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목록에서 Independent Window(독립 창) 설정을 선택합니다. Window Size (창 크기)
옵션을 사용하여 창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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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프레젠테이션 탭

b. Save(저장)를 누릅니다.

3.6 SGD 관리
관리 콘솔의 Global Settings(전역 설정) 탭에서는 사용자가 SGD 전체에 적용되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그림 3.34. “전역
설정 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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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전역 설정 탭

Global Settings(전역 설정) 탭에는 SGD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른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cure
Global Desktop Authentication(Secure Global Desktop 인증) 탭에서는 사용자가 SGD에 인증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관리 콘솔의 Secure Global Desktop Servers(Secure Global Desktop 서버) 탭에서는 개별 SGD 서버를 관리합니다. 그
림 3.35. “Secure Global Desktop 서버 탭”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35 Secure Global Desktop 서버 탭

Secure Global Desktop Servers(Secure Global Desktop 서버) 탭에는 SGD 서버의 상태, 실행 중인지 여부, 현재 있는
사용자 세션 수, 서버에서 호스트하는 응용 프로그램 세션 수가 표시됩니다.

Secure Global Desktop Servers List(Secure Global Desktop 서버 목록) 테이블에서 SGD 서버의 이름을 누르면 관리 콘
솔의 Object View(객체 보기)에 추가 탭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탭을 사용하여 선택한 SGD 서버를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그림 3.36. “SGD 서버의 일반 탭”을 참조하십시오.



어레이

53

그림 3.36 SGD 서버의 일반 탭

명령줄에서 tarantella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설정과 SGD 서버를 구성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
리 설명서에는 모든 명령줄 인수의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1 어레이
Secure Global Desktop Servers(Secure Global Desktop 서버) 탭에서는 SGD 서버를 함께 그룹화하여 어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레이는 구성 정보를 공유하는 SGD 서버 모음입니다.

어레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 서버 하나 – 이 서버는 전역 SGD 정보의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이며 조직 계층의 최종 복사본을 유지 관리합니다.

• 보조 서버 하나 이상 – 기본 서버는 이러한 서버에 정보를 복제합니다.

단일 독립형 서버는 보조 서버가 없는 어레이의 기본 서버로 간주됩니다.

어레이의 SGD 서버에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레이 멤버는 동일한 버전의 SGD
를 실행해야 합니다.

어레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어레이에서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램 세션의 로드 균형이 조정됩니다. 사용자를 더 확장하려면 어레이에 SGD 서
버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 서버를 둘 이상 사용하므로 단일 오류 지점이 없습니다. 사용자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서버의 서비스를 해
제할 수 있습니다.

• 조직 계층의 모든 객체를 비롯한 구성 정보가 모든 어레이 멤버에 복제됩니다. 모든 어레이 멤버가 모든 정보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는 SGD 서버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는 동일한 작업 영역이 표시되며 응용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Secure Global Desktop Servers List(Secure Global Desktop 서버 목록)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눌러 어레이에 SGD 서
버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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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사용자 모니터링
진행 중인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모니터링하여 사용자가 수행 중인 작업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세션과 응용 프로그램 세션은 항상 사용자 ID 및 사용자 프로파일과 연관됩니다. 사용자 ID는 고유하게 인증된 사용자
ID입니다. 사용자 프로파일은 사용자 설정이 포함된 SGD 사용자 프로파일 객체입니다.

3.6.2.1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섀도우 처리하는 방법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찾은 다음 섀도
우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찾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사용자 프로파일 객체의 Application Sessions(응용 프로그램 세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탭에는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세션이 나열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객체의 Application Sessions(응용 프로그램 세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탭에는 현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사용자가 나열됩니다.

2. Application Sessions List(응용 프로그램 세션 목록) 테이블에서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선택합니다.

3. 응용 프로그램 세션 섀도우 처리를 시작합니다.

Shadow(섀도우)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에게 관리자가 세션을 섀도우 처리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새 창이 관리자의 화면에 표시되고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섀도우 처리됩니다. 관리자 및 사용자 모두 마우스 포
인터를 제어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한 후 응용 프로그램 세션 섀도우 처리를 종료합니다.

섀도우 처리 창을 닫지만 응용 프로그램은 닫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는 현재 세션을 섀도우 처리 중인 사용자가 없음을 나타내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6.2.2 사용자 세션

사용자 세션은 사용자가 SGD에 로그인할 때 시작되고 사용자가 로그아웃할 때 종료됩니다. 사용자 세션은 사용자가 로
그인하는 SGD 서버에서 호스트됩니다. 사용자 세션은 표준 세션 또는 보안 세션일 수 있습니다. 보안 세션은 SGD 보안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세션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사용자 세션이 새 SGD 서버로 전송되고 이전 세션이 종료됩니
다. 이를 세션 확보 또는 세션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 세션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 Navigation View(탐색 보기)의 Sessions(세션) 탭에는 어레이의 모든 SGD 서버에서 실행 중인 모든 사용자 세션이 표
시됩니다.

• SGD 서버의 User Sessions(사용자 세션) 탭에는 해당 서버에서 호스트하는 모든 사용자 세션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 프로파일의 User Sessions(사용자 세션) 탭에는 사용자 프로파일과 연관된 모든 사용자 세션이 표시됩니다.

Sessions(세션) 탭과 User Sessions(사용자 세션) 탭에서 사용자 세션을 선택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User
Sessions(사용자 세션) 탭에서 사용자 세션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예: SGD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해 감지
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서 tarantella webtopsession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세션을 나열하고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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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응용 프로그램 세션
응용 프로그램 세션은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작되고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종료됩니다. 각 응용
프로그램 세션은 SGD를 통해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실행하거나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세션은 어레이의 모든 SGD 서버에서 호스트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서버와 동일한 SGD 서
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다음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 SGD 서버의 Application Sessions(응용 프로그램 세션) 탭에는 해당 서버에서 호스트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세션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 프로파일의 Application Sessions(응용 프로그램 세션) 탭에는 사용자 프로파일과 연관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세션이 표시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서버의 Application Sessions(응용 프로그램 세션) 탭에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표시됩니다.

Applications Sessions(응용 프로그램 세션)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 세션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응용 프
로그램 세션을 종료하고 섀도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 처리를 사용하면 관리자와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동
시에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주

Windows 응용 프로그램과 X 응용 프로그램만 섀도우 처리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 세션
을 일시 중지하면 안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섀도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6.2.1절.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섀도우
처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명령줄에서 tarantella emulatorsession 명령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나열하고 종료하고 섀도우 처리합니다.

3.7 SGD 제어
명령줄에서 SGD를 제어하려면 tarantella start, tarantella stop 및 tarantella restart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GD 서버 및 SGD 웹 서버를 제어합니다.

• tarantella start – SGD 웹 서버와 SGD 서버를 시작합니다.

• tarantella stop – SGD 웹 서버와 SGD 서버를 중지합니다.

• tarantella restart – SGD 웹 서버와 SGD 서버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tarantella start, tarantella stop 및 tarantella restart 명령의 하위 명령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SGD의 개별 구성요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sgd 하위 명령은 SGD 서버를 제어합니다. 다음 예는 호스트에서 인쇄 서비스를 비롯한 SGD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tarantella start sgd

• webserver 하위 명령은 SGD 웹 서버를 제어합니다. 다음 예는 SGD 웹 서버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 tarantella restart webserver

tarantella stop, tarantella start 및 tarantella restart 명령에 사용 가능한 하위 명령 및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7.1 SGD Enhancement Module 제어
이 섹션에서는 SGD Enhancement Module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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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 제어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하면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가 즉시 시작됩니다. 또한 Windows
호스트를 재부트할 때마다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법
Windows 호스트에서 로드 균형 조정 서비스를 수동으로 중지하고 시작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Windows 호스트에 로그인합니다.

2. Windows Control Panel(제어판)에서 Administrative Tools(관리 도구)를 누릅니다.

3. Computer Management(컴퓨터 관리)를 누릅니다.

4. 트리에서 Services and Applications(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를 확장합니다.

5. Services(서비스)를 누릅니다.

6. Tarantella Load Balancing Service를 두 번 누릅니다.

7. Stop(중지) 또는 Start(시작)를 눌러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시작합니다.

3.7.1.2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 제어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하면 로드 균형 조정 및 UNIX 오디오 프로세스가 즉시 시작
됩니다. 추가 구성이 필요하므로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매핑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호스트를 재부트할 때마다 모든 Enhancement Module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UNIX 및 Linux 플랫폼에서는 tem 명령을 사용하여 Enhancement Module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tem 명령은 install-dir/bin 디렉토리에 설치된 스크립트입니다. 기본적으로 install-dir은 /opt/tta_tem입니다. 이 스크립트
는 표준 PATH에 없으므로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전체 경로를 사용하거나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opt/tta_tem/bin으로 변
경해야 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PATH에 /opt/tta_tem/bin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PATH=$PATH:/opt/tta_tem/bin; export PATH

• 별칭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lias em=/opt/tta_tem/bin/tem

수퍼 유저(루트)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Enhancement Module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제어합니다.

• tem start – 로드 균형 조정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tem stop – 로드 균형 조정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tem startcdm – CDM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tem stopcdm – CDM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tem startaudio – UNIX 플랫폼 오디오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tem stopaudio – UNIX 플랫폼 오디오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tem status 명령을 사용하여 Enhancement Module에 포함된 다양한 모듈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3.8 SGD 네트워크 구조
SGD는 다음과 같은 계층으로 구성된 3계층 네트워크 구조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 클라이언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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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D 서버

• 응용 프로그램 서버

여러 계층이 동일한 호스트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UNIX 플랫폼 호스트가 SGD 서버와 응용 프로그램 서
버 둘 다로 작동할 수 있지만 계층은 논리적 독립 상태로 유지됩니다.

3.8.1 클라이언트 장치
첫번째 계층에는 클라이언트 장치가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장치는 브라우저 및 SGD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GD와
통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브라우저는 두번째 계층의 SGD 웹 서버와 통신하고 사용자에게 작업 영역을 표시합니다.

SGD 클라이언트는 두번째 계층의 SGD 서버와 통신하고 사용자가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합니다.

AIP(Adaptive Internet Protocol)는 첫번째 계층과 두번째 계층 간의 네트워크 사용이 최적화되도록 합니다.

3.8.2 SGD 서버
두번째 계층에는 첫번째 계층과 세번째 계층 사이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SGD 서버가 포함됩니다. 이 계층에는 단일
SGD 서버 또는 어레이를 만들도록 구성된 많은 SGD 서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GD 서버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SGD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서버와 협상하여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자를 인증하고, 필요한 경우 암호를 입력하
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 SGD 클라이언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합니다.

• 나중에 재개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후에도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추적합니다.

3.8.3 Application Servers(응용 프로그램 서버)
세번째 계층에는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작업 영역에서 링크를 누르면 SGD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응용 프로그
램의 출력은 SGD 서버에 의해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장치로 재지정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SGD에 알리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합니다. SGD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간에 로드 균형을 조정합니다.

3.9 다음 단계
이 섹션에서는 SGD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온라인 설명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9.1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가 SGD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SGD에 로그인하는 방법

사용자는 로그인 URL을 알아야 합니다. https://server.example.com/sgd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입니다.

사용자는 SGD에 로그인하기 위해 입력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SGD는 여러 사용자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사용으로 설정된 인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해당 UNIX 또는 Linux 시스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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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Java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SGD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SGD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다른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사
용자가 링크를 눌러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SGD에서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메시
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 도움말을 볼 수 있는 위치

모든 사용자의 작업 영역에 SGD 설명서 링크가 있습니다. Help(도움말)를 누릅니다.

3.9.2 추가 도움말을 볼 수 있는 위치
작업 영역에서 Help(도움말)를 눌러 SGD 구성 및 실행에 대한 온라인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설명서는 관리 콘솔
을 사용할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ML 및 PDF 형식의 설명서는 다음 위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https://server.example.com. 여기서 server.example.com은 SGD 서버의 이름입니다.

•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Secure Global Desktop Software Community Forum에서 기술 문제를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https://community.oracle.com/community/server_&_storage_systems/virtualization/secure_global_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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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SGD 제거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4.1 SGD 제거
SGD를 제거하려면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 서버 및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치된 구성요소를 제거합니다.

4.1.1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SGD를 제거하는 방법
SGD 서버가 어레이의 멤버인 경우 어레이에서 SGD 서버를 제거합니다. 이를 위해 tarantella array 명령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 SGD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2. SGD를 제거합니다.

# tarantella uninstall --purge

주의

tarantella uninstall 명령은 SGD를 제거하는 권장 방법입니다. 이 명령은 소프트웨어를 제
거하기 전에 모든 SGD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pkgrm 명령을 직접 사용하여 SGD를 제거
하지 마십시오.

4.1.2 Linux 플랫폼에서 SGD를 제거하는 방법
SGD 서버가 어레이의 멤버인 경우 어레이에서 SGD 서버를 제거합니다. 이를 위해 tarantella array 명령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 SGD 호스트에서 수퍼 유저(루트)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2. SGD를 제거합니다.

# tarantella uninstall --purge

주의

tarantella uninstall 명령은 SGD를 제거하는 권장 방법입니다. 이 명령은 소프트웨어를 제
거하기 전에 모든 SGD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yum 또는 rpm 명령을 직접 사용하여 SGD
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4.1.3 Microsoft Windows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제거하는 방법
1.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Windows 호스트에 로그인합니다.

2. Windows Control Panel(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옵션을 선택합니다.

3. Secure Global Desktop Enhancement Module을 선택합니다.

4. Uninstall(제거)을 누릅니다.

4.1.4 UNIX 및 Linux 플랫폼용 SGD Enhancement Module을 제거하는 방법
1.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Enhancement Module을 제거합니다.

다음 명령은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기 전에 모든 Enhancement Module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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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플랫폼:

# pkgrm tem

Linux 플랫폼:

# rpm -e tem

주

Enhancement Module 설치 디렉토리 및 이 디렉토리에 있는 일부 구성 파일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Enhancement Module에 대한 기본 설치 디렉토리는 /opt/tta_tem입니다.

4.1.5 Microsoft Windows 플랫폼에서 SGD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는 방법(수동 설치)
SGD 클라이언트가 수동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이러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1.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 시스템 전체 설치의 경우:

a. Windows Control Panel(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옵션을 선택합니다.

b.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Client를 선택합니다.

c. Uninstall(제거)을 누릅니다.

• 사용자별 설치의 경우:

설치된 모든 위치에서 SGD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Microsoft Windows 플랫폼에서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홈 폴더에 있습니다.

C:\Users\username\AppData\Local\Programs\Oracle\Secure Global Desktop Client\clients\version

4.1.6 Microsoft Windows 플랫폼에서 SGD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는 방법(자동 설치)
SGD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이러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1.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홈 폴더에서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C:\Users\username\AppData\Local\Temp\Oracle Secure Global Desktop\clients\version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tcc.exe입니다.

4.1.7 UNIX, Linux 및 Mac OS X 플랫폼에서 SGD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는 방법(수동
설치)

SGD 클라이언트가 수동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이러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1.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설치된 모든 위치에서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기본 설치 디렉토리는 SGD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지정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또는 시스템 전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사용자별 설치의 경우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UNIX 또는 Linux 플랫폼: $HOME/Oracle Secure Global Desktop/clients/arch/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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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S X 플랫폼: 사용자별 설치는 Mac OS X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UNIX 또는 Linux 플랫폼의 사용자별 설치에서는 $HOME/.tarantella/clients.conf의 구성 파일도 제거합니다.

시스템 전체 설치의 경우:

• UNIX 또는 Linux 플랫폼: /opt/Oracle Secure Global Desktop/clients/arch/version

• Mac OS X 플랫폼: /Applications/Oracle Secure Global Desktop Client/version/Oracle Secure Global Desktop
Client.app

UNIX 또는 Linux 플랫폼의 시스템 전체 설치에서는 /etc/opt/Oracle Secure Global Desktop/clients.conf의 구성 파일
에 있는 SGD 클라이언트 항목도 제거합니다.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ttatcc입니다.

4.1.8 UNIX, Linux 및 Mac OS X 플랫폼에서 SGD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는 방법(자동
설치)

SGD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이러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1.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설치된 모든 위치에서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일반적으로 $HOME/.tarantella/clients/arch/version
디렉토리입니다.

SG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ttatc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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