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어버전의 HYPER-V 서버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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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버전 Hyper-V 서버 USB 설치디스크만들기

1. Hyper-V Server 2012 R2 다운로드하기

https://www.microsoft.com/ko-kr/evalcenter/evaluate-hyper-v-server-2012-r2에서 Hyper-V Server 2012 R2 설치용 ISO 파일을다운로드한다.

2. 부팅용 USB 설치디스크만들기

CMD 프로그램을관리자권한으로실행한다

https://www.microsoft.com/ko-kr/evalcenter/evaluate-hyper-v-server-2012-r2


관리자권한의명령프롬프트에서다음과같이순서대로명령어를실행하여부팅용 USB 설치디스크를만듭니다

Diskpart Microsoft Diskpart프로그램을실행합니다.

List disk  PC에연결된저장장치의리스트에서 USB를확인합니다.

Select disk 1  USB Disk를선택합니다.

Clean 초기화합니다.

Create partition primary 파티션을생성합니다.

Select partition 1 생성한파티션을선택합니다.

Active 파티션을부팅가능하도록 Active 파티션으로만듭니다. 

Format quick fs=fat32  FAT32 방식으로포맷합니다.

Assign 포맷한파티션을할당해줍니다.

Exit  Diskpart 프로그램을종료합니다.

실행명령어 명령어역할

코어버전 Hyper-V 서버 USB 설치디스크만들기



HYPER-V 서버를원격으로관리하기위한

HYPER-V 관리자콘솔설정방법



CORE버전서버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1. 방화벽설정

- WMI에대해방화벽을설정할경우 – 명령프롬프트에서아래와같이입력

Netsh advfirewall firewall set rule group=“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new enable=yes (한글 WIN 2008인경우)

Netsh advfirewall firewall set rule group=“Windows Management Instrumention (WMI)” new enable=yes (영문 WIN 2008인경우)

- 방화벽기능을전부비활성화시킬경우 –명령프롬프트에서아래와같이입력
netsh advfirewall set allprofiles state off



CORE버전서버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2. WinRM 수신기설정

- WinRM 협상인증오류로인하여,서버관리자콘솔이 Hyper-V Server와통신이안될경우

- 먼저WinRM설정이필요하다. 아래그림과같이 “winrm quickconfig”를입력하여 winrm을설정한다.

- 모든작업그룹컴퓨터에대해 Negotiation을사용할경우아래와같이입력한다

C:\winrm set winrm/config/client @{TrustedHosts=“<local>”}

- 전체모든호스트에서대해 Negotiation을사용할경우에는아래와같이입력한다

C:\winrm set winrm/config/client @{TrustedHosts=“*”}

- 그외 winrm설정에대해궁금할경우명령창에 “Winrm help config” 입력



GUI버전서버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1. 방화벽설정

- WMI에대해방화벽을설정할경우 – 명령프롬프트에서아래와같이입력

Netsh advfirewall firewall set rule group=“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new enable=yes (한글 WIN 2008인경우)

Netsh advfirewall firewall set rule group=“Windows Management Instrumention (WMI)” new enable=yes (영문 WIN 2008인경우)

- 방화벽기능을전부비활성화시킬경우 –명령프롬프트에서아래와같이입력
netsh advfirewall set allprofiles state off

- 윈도우 CORE 서버가아니고 GUI가지원되는 FULL 버전의윈도우서버에서는방화벽설정메뉴에서위의내용을설정

인바운드규칙과
아웃바운드규칙

모두설정



2. DCOM 보안에대한설정

- DCOM의경우, 원격지에서시작및활성화에대한권한이제한적이다. Administrators 그룹과 Distributed COM User 그룹에대해서

권한이부여되어있다. 서버와클라이언트가도메인환경이라면, 클라이언트에서사용하는계정을 Distributed COM Users 그룹에

추가해주고, 아니라면클라이언트가서버에접근시사용할계정에대해서권한을부여한다 (아니면아예 Authenticated Users에

권한을줘도됨)

시작 –실행 – DCOMCNFG를실행. 그리고구성요소서비스 –컴퓨터 –내컴퓨터속성에접근

- COM보안탭에서시작및활성화권한에있는제한편집을클릭, 원격(HYPERV 관리자콘솔이설치된시스템, 즉클라이언트측에서)에서접근할
사용자가이용할 sjbaek계정(HYPERV 서버시스템에등록된계정) 에원격시작, 원격활성화권한을부여한다.

GUI버전서버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GUI버전서버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3. WMI에대한권한부여

- WMI는Windows에전반적인정보가저장되어있는저장소및구성이다. Hyper-V는 WMI를이용하여각종정보에대한저장및

전반적인관리를행하게된다. WMI의경우에도특정사용자에한해서만원격에서정보를사용할수있게되어있다. 따라서이에

대해접근권한을부여해야한다. 이경우에도 DCOM과마찬가지로도메인의경우에는클라이언트에접근하는계정, 워크그룹

환경이라면새롭게생성한계정 or Authenticated Users에권한을부여한다.

관리도구 –컴퓨터관리를실행. 서비스및응용프로그램에서WMI 컨트롤에접근한후, 속성을클릭한다

이중권한을부여할노드는두곳, 하나는 CIMV2, 다른하나는 Virtualization이다. 두노드는같은작업을하며, CIMV2부터살펴보자

CIMV2 노드를클릭한후, 보안을클릭한다. 그리고고급을
클릭한다. 고급보안설정창이나타나면추가를클릭하고
권한을부여할계정을입력한다



권한을옆의그림을참고하여부여한다. 적용대상은이네임스페이스와하위네임스페이스, 사용권한은
원격으로부터사용가능, 그리고이컨테이너에있는개체및/또는컨테이너에사용권한적용체크박스를
체크한다. 이작업을 CIMV2와마찬가지로 Virtualization 노드에도적용한다.



GUI버전서버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4. Hyper-V 관리자권한부여

- 시작 –실행에서 AZMAN.MSC를실행한다. 그리고권한부여저장소열기를선택한다

Hyper-V 관리자권한부여저장소파일은 \Programdata\Microsoft\Windows\Hyper-V 폴더에저장되어있으며, InitialStore.xml파일을
사용한다. 이를찾아보기를이용하던지직접입력한다.

권한부여관리자 – Hyper-V Services –역할지정 – Administrator권한에대해서생성한계정또는도메인계정, 그룹을추가한다

서버에대한설정은마쳤으며, 해당작업들은재부팅을해야반영된다.



클라이언트측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1. Hyper-V 관리자콘솔(Hyper-V MMC) 설치 (여기서는 WINDOWS 10 기준)

2. Windows 방화벽설정

- WMI와MMC.EXE에대하여예외설정을한다.

- 관리자권한의명령어프롬프트에서아래와같이입력 (WMI 예외설정)

Netsh advfirewall firewall set rule group=“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new enable=yes (한글 WIN 10 인경우)

Netsh advfirewall firewall set rule group=“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WMI)” new enable=yes (영문 WIN 10인경우)

- WINDOWS 방화벽관리도구에서확인가능



- 관리자권한의명령어프롬프트에서아래와같이입력 (MMC.EXE 예외설정)

Netsh firewall add allowedprogram program=%windir%\system32\mmc.exe name=“Microsoft Management Console”

- 방화벽애플릿내예외설정에서이사항이등록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 또는 WINDOWS 방화벽을아예비활성화해도된다.

클라이언트측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클라이언트측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3. DCOM 보안설정

서버와클라이언트가 DCOM 교신을할경우, 클라이언트가도메인, 서버가워크그룹, 또는반대의경우에 DCOM 연결은익명연결을

사용하게된다. 이에 DCOM 익명연결에대해서권한을부여하는작업을해야한다.  

시작 –실행 – DCOMCNFG 를실행. 그리고구성요소서비스 –컴퓨터 –내컴퓨터 –속성에접근

COM 보안탭내액세스권한 –제한편집을클릭한다. Anonymous Logon 계정에원격액세스권한을허용한다



클라이언트측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4. 서버와클라이언트가다른계정을사용하는경우

만약클라이언트에서는 avastkorea, 서버에서는 administrator계정을사용하는경우, MMC 접속시별도의인증창이뜨지않는다.
이때, 해당서버에대한인증정보를저장해놓는작업이필요하다. 만약Windows 10의사용자가 UAC 환경내에있다면, 명령어
프롬프트를일반권한(UAC 통과하지않은)으로열고해당작업을진행한다. 만약 UAC를통과한관리자권한의명령어프롬프트에서
작업을하게되면인증정보영역이틀리므로사용되지않는다.

CMDKEY라는명령어를사용한다. 이는제어판 –자격증명관리자와동일한기능을한다.

CMDKEY /ADD 서버이름 /User:도메인 or서버이름\계정(서버에서사용중인) /Pass,    그리고암호를입력하면저장된다

자격증명관리자 – Windows 자격증명에
HYPERV라는이름을갖고있는 Hyper V Server의
administrator 계정이등록된것을확인할수있다. 

명령프롬프트가아닌Windows 자격증명에서
서버이름과계정을직접등록할수도있다.



클라이언트측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5. HYPER-V 관리자콘솔실행

Hyper-V 관리자콘솔을실행한후서버에연결을선택한다. 앞에서설정한가상화서버의이름을입력하고확인버튼을클릭하면
Hyper-V 관리자콘솔과 Hyper-V 서버가접속이이루어진다.



- 파란화면의 “서버구성관리자” 창과 “명령프롬프트”창을볼수있다.

- “서버구성관리자＂창에서 HYPER-V 서버에대한기본설정을한다.

- “서버구성관리자”는명령프롬프트에서 “sconfig”를입력하여호출할수있다.

- 명령프롬프트 창은 “cmd"를입력하여호출할수있다.

- Core버전의서버를다루기위한기본명령어모음

폴더공유 : net share “공유이름 = 드라이브명:\디렉토리명“

폴더공유삭제 : net share 공유폴더명 /delete

클라이언트파일관리자에서서버의드라이브에접근할경우 : 서버이름\d$

클라이언트측설정 – HYPER-V 관리자콘솔운영하기

6. 클라이언트에서 HYPER-V서버에 RDP로연결할경우, 간단운영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