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정책을 통한 Gatekeeper 배포 

기술적 안내 0.3 
 

 
 

목적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Group Policy를 통해 Gatekeeper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려는 

관리자를 위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참조 

Microsoft Group Policy 소프트웨어 설치: 

https://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cc771306.aspx 
 

절차 
 

도메인 컨트롤러에 액세스 

먼저 도메인 컨트롤러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는 그룹 정책을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룹 정책 관리 콘솔 gpmc.msc 실행 

도메인 컨트롤러에 연결되면 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엽니다. 이 작업은 아래 단계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키를 누른 상태에서 “R”을 눌러 “실행” 프롬프트를 엽니다. 

2. gpmc.msc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https://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cc771306.aspx


 

 

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역할 및 기능 추가” 마법사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역할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룹 정책 관리”가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정책 개체(GPO) 만들기 및 편집 

사용자 지정 그룹 정책 개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경우 5 단계를 뛰어넘고 대신 “기본 도메인 

정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도메인 정책 편집 
 

 

1.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에서 관리하려는 도메인을 선택하고 “그룹 정책 개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새 GPO를 만들고 소스 시작 GPO를 “(없음)”으로 둡니다. 

3. 이 GPO 이름을 “Gatekeeper 클라이언트 배포”로 지정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4. 방금 만든 새 GPO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5. 왼쪽창에서“ComputerConfiguration\Policies\SoftwareSettings\Software 

Installation”으로 이동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정책 선택 
 

 

6. “소프트웨어 설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새로 작성 ->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7. 설치할 Gatekeeper Client MSI 패키지로 이동하고 해당 패키지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 공유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8. 배포 방법으로 “할당”을 선택합니다. 

9.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그룹 정책이 업데이트되면 다음 번에 해당 컴퓨터가 다시 

시작될 때 Gatekeeper Cli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구성 추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는 서버 인스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서버 소프트웨어의 

IP 주소를 제공하는 레지스트리에 구성 키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방금 만든 “Gatekeeper Client 배포” GPO를 편집하여 시작합니다. 

2. “Computer Configuration/Preferences/Registry”로 이동합니다. 

 

 

Gatekeeper Client 구성 레지스트리 키 추가 
 

3. “레지스트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 레지스트리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작업을 “바꾸기”로 설정하고 Hive를 HKEY_LOCAL_MACHINE으로 설정합니다. 

5. 키 경로를 “SOFTWARE\Untethered Labs\GateKeeper Client\Config”로 설정합니다. 

6. 아래 표시된 대로 나머지 필드를 입력합니다. 

 

레지스트리 키 구성 
 



7. 값 데이터는 Gatekeeper 서버 설치의 IP 주소로 입력해야 합니다. 
 

 

GPO 가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야 하지만 아직 컴퓨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atekeeper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려는 컴퓨터에 GPO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정책 개체(GPO) 적용 
 

 

1. 이 GPO를 적용할 컴퓨터가 포함된 조직 단위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2. “기존 GPO 링크”를 선택합니다. 
 

 

  

만들어진 그룹 정책 개체 링크 

 

3. “Gatekeeper Client 배포” 정책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4. 이제 오른쪽 창에서 방금 만든 링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적용”을 선택합니다. 



 

링크된 그룹 정책 적용 

 
 

이 설정은 정책이 배포되고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면 적용됩니다. 

 

문서 이력 
 

 

버전 날짜 작성자 설명 

0.1 2015.8.24 sag@ulabs.io 처음 작성됨 

0.2 2015.8.28 sag@ulabs.io 이미지 업데이트됨 

0.3 2016.1.29 sag@ulabs.io 
 

이미지, 레지스트리 

대상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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