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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이언트 관리 솔루션

클라이언트 관리 솔루션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사용자)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및
태블릿 PC 컴퓨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관리의 주요 기능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소프트웨어 이미지 배포

● 원격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업데이트

● ROM 업데이트

● 컴퓨터 자산(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추적 및 보안

● 특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결함 알림 및 복구

주 이 단원에 설명된 특정 기능에 대한 지원은 컴퓨터 모델 및/또는 컴퓨터에 설치된 관리 소
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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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배포
컴퓨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사전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초기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맨 처음
컴퓨터를 설치할 때 구성됩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묶음 해제 작업"이 완료되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된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이미지 묶음을 해제한 후 추가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설치

● Altiris Deployment Solution 과 같은 소프트웨어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 이미지로 대체

● 디스크 복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을 다른 하드 드라이브로 복사

사용할 배포 방법은 귀사의 기술 환경 및 프로세스에 따라 다릅니다. 

주 HP Backup and Recovery Manager, Computer Setup 유틸리티 및 기타 시스템 기능은 시
스템 소프트웨어의 복구, 구성 관리 및 문제 해결, 전원 관리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및 업데이트 
HP 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
구를 제공합니다.

● HP Client Manager

● HP OpenView Radia Management Solution

● System Software Manager

● Altiris PC Transplant Pro

HP Client Manager
HP Client Manager 는 Altiris 소프트웨어에 지능형 관리(Intelligent Manageability) 기술을 통합하였습
니다. HP Client Manager 는 HP 장치에 대한 탁월한 하드웨어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
을 포함합니다.

● 자산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재고 상세 보기

● 시스템 검사 모니터링 및 진단

● 온도 경고 및 메모리 경고와 같은 업무상 중요한 상세 정보에 대한 웹 액세스 가능한 보고

● 장치 드라이버 및 시스템 BIOS 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원격 업데이트

주 HP Client Manager 와 함께 Altiris Solutions 소프트웨어(별도 구매)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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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Client Manager 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치하고 Altiris Solution 소프트웨어를 관리자 컴퓨터에
설치하여 함께 사용하면, HP Client Manager 는 다음과 같은 IT 수명 주기 영역에 있어서 HP 클라이언
트 장치에 대한 관리 기능 및 중앙 집중식 하드웨어 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및 자산 관리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준수

● 컴퓨터 추적 및 보고

● 컴퓨터 임대 계약 정보 및 고정 자산 추적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 및 마이그레이션

● Microsoft® Windows® 2000/Windows XP 마이그레이션

● 시스템 배포

● 개인 정보(개인 사용자 설정) 마이그레이션

● 고객지원 및 문제 해결

● 고객지원 티켓 관리

● 원격 장애 추적

● 원격 문제 해결

● 클라이언트 재해 복구

● 소프트웨어 및 작업 관리

● 지속적인 클라이언트 관리

● HP 시스템 소프트웨어 배포

● 응용프로그램 자체 치료(특정 응용프로그램 문제를 파악 및 해결하는 기능)

Altiris Solutions 소프트웨어는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배포 기능을 제공합니다. HP Client Manager
를 사용하면 Altiris Solutions 소프트웨어와의 통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따라 하기 쉬운 마법사를 사
용하여 새 하드웨어 배포 또는 새 운영체제로의 개인 정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HP
Client Manager 는 HP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ltiris Solutions 소프트웨어를 System Software Manager 나 HP Client Manager 와 함께 사용하면 관
리자는 중앙 콘솔에서 시스템 BIOS 및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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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OpenView Radia Management Solutions(일부 모델만 해당)
HP OpenView Radia Management Solutions 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 및
구성 설정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각 컴퓨터를 올바른 구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동 관리 솔루션을 통해 컴퓨터의 전체 수명 동안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 OpenView Radia Management Solutions 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재고 정보 수집

● 소프트웨어 패키지 준비 및 배포 전 영향 분석 수행

● 개별 컴퓨터, 작업 그룹 또는 컴퓨터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내용의 배포 및
관리

● 위치에 관계 없이 분산 컴퓨터상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및 내용 공급 및 관리

● HP OpenView Radia Management Solutions 와 고객지원 및 기타 시스템 관리 도구와의 통합으로
원활한 작업 수행

● 모든 기업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모든 네트워크상의 표준 컴퓨팅
장치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내용을 관리

●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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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oftware Manager
SSM(System Software Manager)을 사용하여 여러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경우 SSM 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의 버전을 찾은 다음 파일 저장소라고 하는 중앙 저장소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SSM 에서 지원하는 드라이버 버전은 HP 드라이버 다운로드 웹 사이트 및 지원 소프트웨어 CD 에 특
별한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SSM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거나 SSM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www.hp.com/go/ssm(영문)을 참조하십시오.

Altiris PC Transplant Pro
Altiris PC Transplant Pro 를 사용하여 이전 설정, 기본 설정 및 데이터를 보존한 다음 이를 새 환경으로
빠르고 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www.hp.com/go/easydeploy(영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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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인쇄 솔루션 

모바일 인쇄 솔루션을 사용하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린터 드라이브가 없더라도 PostScript 가 지원
되는 HP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 일부 HP 컴퓨터에는 모바일 프린트 드라이버가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인쇄 솔루션을 사용한 인쇄
모바일 인쇄 솔루션을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용프로그램에서 File(파일) > Print(인쇄)를 선택합니다.

2. 프린터 목록에서 HP Mobile Printing(HP 모바일 프린팅)을 선택합니다.

3. Print(인쇄)를 누릅니다.

4. 프린터의 IP 주소 또는 네트워크 경로를 입력합니다.

5. Print(인쇄)를 누릅니다.

모바일 인쇄 솔루션의 다운로드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www.hp.com/go/
mobileprinting(영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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