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가이드



컴퓨터에 이미 Windows Server 2012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단계를 무시하십시오. 

설치 방법
설치 방법, 시스템 요구 사항, 사전 설치 작업 등에 대해서는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4440을 참조하십시오.

제품에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중요 문제에 대한 정보가 있는 릴리스 
정보를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4442에서 
읽어보십시오.

자동 설치
Windows 평가 및 배포 키트(Windows ADK)의 도구와 설명서를 
사용하여 Windows Server 설치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배포를 
자동화하면 설치 중 사용자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Internet 
Explorer 설정 및 네트워크 설정과 같은 운영 체제 내의 여러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 ADK는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32339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06587에서 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설치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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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옵션 - Server Core 또는 GUI 옵션
설치 중 Server Core 설치 옵션 또는 GUI 포함 서버 옵션을 선택하여 
Windows Server 2012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rver Core 설치 옵션을 
권장합니다. 이 옵션은 다음의 서버 역할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 운영 
체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	 Active Directory 인증서 서비스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	 AD LDS (Active Directory Lightweight Directory Services)
•	 Active Directory Rights Management Server
•	 DHCP 서버
•	 DNS 서버
•	 파일 및 저장소 서비스 (파일 서버 리소스 관리자 포함)
•	 Hyper-V
•	 인쇄 및 문서 서비스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 세 개의 역할 서비스:

	-원격 데스크톱 연결 브로커
	-원격 데스크톱 라이선싱
	-원격 데스크톱 가상화 호스트

•	 라우팅 및 원격 액세스 서버
•	 웹 서버 (ASP.NET의 하위 집합을 포함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	 Windows Server Updat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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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중 Server Core 설치 옵션을 선택하면 이 서버 역할에 필요한 파일만 
설치됩니다. 예를 들어 Server Core 설치에서는 Windows 탐색기 및 
서버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격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명령 프롬프트 또는 다른 컴퓨터에서 로컬로 서버를 구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나중에 언제라도 Server Core 옵션과 GUI 포함 서버 옵션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옵션, 각 옵션에 포함된 기능, 두 옵션 간에 전환하는 방법, 최소 
서버 인터페이스, 주문형 기능 등 관련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Server 설치 옵션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2140)을 참조하십시오.

대부분의 Windows Server 버전에 두 가지 설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서버 역할 및 기능은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각 
Windows Server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51499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키
메시지가 표시되면 제품 키를 입력합니다. 제품 키는 제품 키 카드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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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중 기본 제공 관리자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설치 후에는 서버 관리자 또는 Windows PowerShell을 로컬 
또는 원격으로 사용하여 서버 역할 및 기능 추가, 서버 이름, Windows 
Update 설정, 네트워크 설정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도메인 구성원 
변경을 포함한 서버의 초기 구성을 수행합니다. 또한 서버 관리자에서 
네트워크의 다른 서버를 서버 풀에 추가한 다음 하나의 서버 관리자 
콘솔에서 서버 및 해당 역할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를 사용하여 서버 관리 
서버 역할 및 기능의 설치, 구성, 관리 등을 안내하는 관리 콘솔인 서버 
관리자는 Windows Server 2012에서 여러 원격 서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서버 관리자를 사용하여 단일 
위치에서 서버를 진단 및 관리하고 여러 서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서버의 기본 기능을 설명합니다. 전체 서버를 하나의 역할에 
할당하거나 여러 서버 역할을 하나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서버의 기본 기능이 아니라 지원 기능을 의미합니다. 서버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1358을 참조하십시오.

서버 구성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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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배포

Microsoft Deployment Toolkit
Microsoft Deployment Toolkit(MDT) 2012에서는 Windows Server 
2012를 빠르게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MDT를 사용하여 조직 전체에 프로비전할 준비가 된 완전한 기능을 
하는 기본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MDT 배포 프로세스를 사용자 
지정하여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및 Windows 
Server 2012용 LOB(기간 업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MDT는 신속한 배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지침을 제공하며 운영 및 유지 관리 팀으로 안전하게 이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키텍처, 보안 및 관리 문제, 서버 기본 이미지 생성 및 
운영을 포함한 배포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MDT는 새 환경의 서버에 이미지를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크립트와 
구성 파일을 포함하여 Microsoft 배포 도구를 위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MDT를 다운로드하려면 http://www.microsoft.com/mdt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MDT는 영어로 제공됩니다.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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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배포 서비스
Windows 배포 서비스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원격으로 배포할 수 
있는 Windows Server 2012의 서버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 설치를 사용하여 새 컴퓨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VD 
또는 다른 설치 미디어에서 직접 각 운영 체제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지 멀티캐스팅, 설치 중 드라이버 패키지 배포, 이미지 직접 
생성, 자동 설치 구성 등과 같은 고급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4424의 
Windows 배포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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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관련 자료 

Windows Server 2012에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링크입니다.

평가
•	 TechNet 가상 랩: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8986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3062

학습
•	 Windows Server 2012 제품 정보: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6054
•	 Windows Server 2012 버전 비교: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51499
•	 Windows Server 2012 TechCenter: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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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	 Windows Server 2012 지원(이해 및 문제 해결 가이드 참조):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6084
•	 TechNet 지원: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90728
•	 일반 작업 수행: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2147

커뮤니티 연결
•	 Microsoft 커뮤니티(포럼, 블로그, 채팅):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7679
•	 포럼: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8970
•	 웹캐스트, 가상 랩 및 팟캐스트: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135845
•	 채팅: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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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기술 라이브러리

이 기술 라이브러리 링크는 기본 정보, 기술 개요, 기타 리소스 등을 
제공합니다.

•	 Windows Server 2012 설치, 배포 및 마이그레이션: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6082

•	 Windows Server 2012의 서버 역할 및 기술: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5689

•	 Windows Server 2012용 관리 및 도구(Windows PowerShell, 원격 
서버 관리 도구 및 명령줄 참조 포함)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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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보안
필요한 보안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지침 자료, 바이러스 경고, 
보안 게시판에 대한 링크입니다.

•	 TechNet 보안 센터: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9482

•	 Microsoft 맬웨어 보호 센터: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6702

•	 Microsoft 보안 게시판 검색: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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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도움말 및 지원, 스크립팅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최신 Microsoft 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링크입니다.

•	 Microsoft 다운로드 센터: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63637

•	 Microsoft 도움말 및 지원: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7588

•	 스크립트 센터: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6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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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지원

 중요: Windows Server 2012를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지원에 대해 서버 제조사에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도움말 및 지원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992)을 참조하십시오.
•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7611을 참조하십시오.
•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248975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MSDN
MSDN 구독에 제품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go.microsoft.com/fwlink/p/?LinkId=96006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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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et
TechNet은 리소스, 도구 및 Microsoft E-Learning 과정을 제공하는 
연간 구독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http://technet.microsoft.com/subscription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Microsoft 지원 서비스에는 현재의 가격 및 사용 조건이 적용되며, 이러한 
가격 및 사용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지역의 지원 옵션, 시간 및 비용은 미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지역에 Microsoft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Microsoft 제품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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