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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가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서버의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변치. . 70-215 .

않은 강좌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신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메일을 날려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MMC .

는 윈도 의 새로운 관리 툴입니다 가 새로MMC(Microsoft Management Console) 2000 . MMC

운 관리 툴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는 관리 툴이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스냅인을MMC

사용하여 관리를 합니다.

즉 여러 가지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한 가지 인터페이스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실직적인 작업

은 스냅인이라는 컴포넌트 툴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글이나 워드나 텍.

스트 에디터나 메뉴를 보면 파일 로 시작해서 도움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리 툴의 인터페이스를 같은 모습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또한 각.

스냅인을 여러개 추가하여 새로운 콘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스냅인으로 스냅인은 의 콘솔의 추가 삭제를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MMC MMC / .

파일MSC 기능

Diskmgmt.msc Disk Management

Dompol.msc Domain Security Policy

Domain.msc Active Directory Domains and Trusts

Dsa.msc Active Directory Users and Computers

Dssite.msc Active Directiory sites and Services

Eventvwr.msc Event Viewer

Faxserv.msc Fax Service Management

Fsmgmt.msc Shared Folders

Gpedit.msc Group Policy

Lusrmgr.msc Local User Manager

Ntmsmgr.msc Romovable Storage Manager

Perfmon.msc Performance Monitor

Rrasmgmt.msc Routing and Remote Access

Secpol.msc Local Security Policy

Services.msc Services Configutation

Dhcpmgmt.msc DHCP

Dnsmgmt.msc DNS



의 스냅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창에서 각 스냅인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MMC .

새로운 스냅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실행 를 입력한다1. - MMC .

에서 콘솔 스냅인 추가 제거를 선택한 후 추가를 누릅니다2. MMC - / .

사용 가능한 독립 실행형 스냅인 창에서 스냅인을 선책하여 추가합니다3. .

원하는 스냅인을 추가하였으면 콘솔 저장을 선택하여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4. - .

의 장점MMC

? 모든 툴이 같은 인터페이스이므로 익히기 쉽다.

? 본인의 취향대로 새로운 콘솔을 만들 수 있다.

? 의 도움말은 문맥 감지형이다 즉 적절한 컴포넌트에 대한 도움말을 보여준다 한번MMC . .

마우스를 갖다 대어 보시길 바란다.

? 콘솔을 사용자 정의하면 관리자들은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권한을 주지 않고도 작MMC

업을 위임할 수 있다.

Iis.msc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