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 콘솔 활용방안   

윈도우 2000에서는 그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복구 콘솔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커

맨드로 작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자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

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시스템에 간단한 문제로 재설치 작업을 하지 않게 도와 주

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 

이 문서는 MCSE/NTFAQ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서로 외부에서 자료 제공 시 꼭 사

전에 허락 후 제공하며 또한 출처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mcse.co.kr  or http://www.ntfaq.co.kr 

http://www.mcse.co.kr
http://www.ntfa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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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콘솔 활용방안 
 

이번 내용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으로만 소개 올렸으며 필자의 생각을 

좀 더 전하고자 복구 콘솔의 이러한 기능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제시한 내용이

라고 볼 수 있다.  

 

윈도우 2000에서는 그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복구 콘솔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커맨

드로 작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자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단점이다. 하지만 시스템에 간단한 문제로 재설치 작업을 하지 않게 도와 주는 기능

을 제공을 한다. 

 

 장점 : 간단한 윈도우 2000 문제와 또는 시스템 파일이 깨져서 문제가 될 경우 쉽

게 복구 명령어를 통해서 복원이 가능하다. 

 단점 : 커맨드 명령어로 복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GUI 환경을 제

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용프로그램 추가 삭제, 사용자 권한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그림] 복구 콘솔 로그 온 화면 

 

복구 콘솔에서 제공 할 수 있는 기능들 
 MBR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부팅이 안될 때, 또는 MBR 바이러스가 걸렸

을 경우 

 윈도우 2000 부트섹터가 불량이 났을 때 또는 생성하고자 할 때 

 내부 데이터를 백업 받고자 할 때(다른 하드 디스크로 이동), 옵션기능임 

 내부 부팅 및 시스템 파일을 문제가 되어서 복원 하고자 할 때(ntldr , 

ntdetect.com , ntoskrnl.exe , hal.dll , %systemroot%\system32\ ) 

 레지스터리 파일을 수동으로 백업 및 복원 

 서비스 및 디바이스에 대한 서비스 시작/중지 기능을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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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스크린에 해결방안(관리자 능력 제공 시) 

 etc…. 

 

위와 같이 시스템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위 기능 중에 블루 스크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어 놓았는데 복구 콘솔에서는 블루 스

크린에 대한 딱 떨어지는 해결 방안은 제시 해 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

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도구는 복구 콘솔이기 때문이며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여러 번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국내 엔지니어 분들에게 문의 해 본 결과 실

제로 사용은 매우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보면 아래

와 같다. 

 복구 콘솔에 기능을 몰라서 또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적절한 사용법 부족) 

 윈도우 2000 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이해 기능 파악 부족 

 주변에 관리자가 쓰는 사람들이 부족(활용 부족) 

위와 같이 대부분 복구 콘솔에 활용방안이 매우 부족하며 그러한 자료들이 잘 소개 되

지 않고 단지 명령어에 대한 설명만 제공되기 때문인 것 같다. 

 

복구 콘솔을 잘 활용 하는 방안은 실습을 통해서 가능 하다. 하나의 데모장비를 준비 

한 후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파괴 시킨 후 복원 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툴에 

활용도를 높이는 것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유

능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방안 
필자가 생각하기에 복구 콘솔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되며 이러한 기능들이 앞으

로 운영체제가 나올 경우 더 확장 되어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운영체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진단을 하고 그러한 진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작업이 앞으로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기

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성능개선 기능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복

구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좋은 기능들이 제시 될 것이라 판단이 된다. 

 

마무리 
현재 국내 및 국외에 소개된 복구 콘솔 문서는 뒤 참고 문헌을 참고 하실 수 있는데 대

부분의 기본적인 설명만으로 제공 되고 있으며 MCSE/NTFAQ 사이트에 있는 몇 개의 

문서를 좀 더 살펴 보기를 바란다. 또는 필자가 저서한 “Disaster Recovery and Restore(윈

도우 2000 재난 복구 및 복원)” 책에 3장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복구 콘솔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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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하고자 한다면 꼭 시스템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기를 바란다. 

 

 

복구 콘솔에 대한 추가 적인 기능들 
 만약 멀티 부팅을 하게 되었을 경우 C 을 포맷하게 되었다 해결 방안은 없는가 

NTFAQ :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0 

MCSE : http://www.mcse.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0 

 복구콘솔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을 작업 할 때 winnt 폴더 이외에 접근 방법 

NTFAQ :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1 

MCSE : http://www.mcse.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1 

 윈도우 2000 복구콘솔 및 복구 방법 

NTFAQ :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45 

MCSE : http://www.mcse.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45 

 

그 외 복구 콘솔에 대한 기술 문서들 참조 

 “윈도우 2000 복구 콘솔 설명“ 에 대해서는 MS 기술 문서도 잘 소개 되어 있다.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ko;kr601501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43 

 HOW TO: Use Recovery Console on a Computer That Does Not Start in Windows 

2000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301645 

 Description of the SET Command in Recovery Console (Q235364)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35364 

 Description of the Windows 2000 Recovery Console (Q229716)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29716 

 Description of the Windows XP Recovery Console (Q314058)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314058 

 How to Overcome 4,095-MB Paging File Size Limit in Windows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37740 

 How to Change the Recovery Console Administrator Password on a Domain 

Controller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39803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0
http://www.mcse.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0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1
http://www.mcse.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111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45
http://www.mcse.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45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ko;kr601501
http://www.ntfaq.co.kr/notice/content.asp?tname=ntfaq_tech&pid=43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301645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35364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29716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314058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37740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q239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