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복구 디스크 자동으로 백업 하게 하는 방안  

응급복구 디스크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받아 두게 될 경우는 시스템 문제 시 

좋은 해결 책을 제시 해 주고 있으며 그러한 자동 백업을 구축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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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구 디스크 자동으로 백업 하게 하는 방안 
 

응급복구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CSE/NTFAQ사이트에서 참조 후 아래 내용

을 참조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응급복구 디스크 

중요성을 이해를 돕기를 바라며 그래야만 아래와 같은 작업에 필요성을 알 수 있을 것

이다.(단, 아래 리소스 킷은 제공 되지 않습니다.) 

 

응급복구 디스크 작업을 자동으로 백업 받고자 하려면 윈도우 2000 리소스 킷에 존재 

하는 Regback라는 툴을 활용 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Regback 툴은 레지스터리를 

백업 할 수 있는 툴을 말하며 운영 중 일 때도 동작을 하게 된다. 

 

작업은 윈도우 2000 리소스 킷 툴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커맨드에서 작업 해야만 

하며, Regback.exe 툴만 있어도 가능하다. 

1. Regback.exe있는 커맨드에서 아래와 같이 실행 한다. 

사용예 :  

# regback  -m  \\home(컴퓨터 이름)  c:\rdisk(저장할 디렉터리) 

2. 아래 그림과 같이 작업 진행을 살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외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받고자 한다면 수동으로 백

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레지스터리를 복원 시

에는 아래와 같은 파일만 필요함 

예: regback <filename you choose> users SID  처럼 해야 함) 

 

[그림 1] regback 커맨드에서 작업 화면 

 

3. 아래와 같은 파일들이 백업이 될 것이다. 

c:\rdisk  디렉터리를 살펴 보면 레지스터리가 백업 되어 있다. 

 

[그림 2] regback으로 레지스터리 백업 받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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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을 시스템 환경이 변경 시 마다 적용 하고자 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편한 작업을 고려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 해 보기를 

바란다. 

 

Regback.bat 파일을 만들어서 아래 두줄을 넣어서 스케줄 작업을 진행을 한다. 

사용 예 : 

del  c:\rdisk\*.*  /q  - 먼저 제공된 것을 지워야 regback 작업이 진행 됨 

regback -m  \\home  c:\rdisk  

 

위 작업에서 먼저 제공 된 것을 지운 후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작업을 날짜별로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백업을 하고자 한다면 WSH등을 활용 하기를 바

란다. 

 

예약은 제어판에서 아래와 같이 작업 일정을 추가 해 주기를 바란다. 일정 주기는 관리

자가 직접 정하기를 바라며, 큰 부하는 주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예약된 작업 사용방법은 기존 백업 일정 작업 방법과 동일 하며 기본적으로 스케줄 서

비스가 올라와야 함 

 

 

[그림 3] 응급복구 디스크를 일주일에 한번 단위로 예약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