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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인텔® Optane™ 메모리는 지원되는 인텔 플랫폼에 대한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가속 솔루션입니다.
본 솔루션은 인텔® Optane™ 기술과 더불어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드라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인텔® Optane™
메모리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제대로 활성화되었을 때 호스트 OS 에 단일 SSD 로 호스팅되는 듀얼 미디어 솔루션
(캐싱을 위한 고속 미디어 + 저장 용량을 위한 저속 미디어)입니다.
이 새로운 메모리 미디어가 프로세서와 저속 저장 미디어 사이에 설치될 경우, 컴퓨터는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프로세서에 더 가까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텔® Optane™ 메모리는 자주 사용하는 문서, 사진,
비디오 및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컴퓨터의 액세스를 가속화하며 전원을 꺼도 정보가 저장된 채 유지됩니다.

1.1

이 문서 소개
이 문서에서는 인텔® Optane™ 메모리 제품에 대한 플랫폼 요구 사항 및 설치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이러한 장치와 다음
제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포함합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인텔® Optane™ 메모리 M 시리즈 제품이 지원되는 "저속 미디어" 드라이브와
페어링되는 경우.

참고 :

1.2

인텔® Optane™ 메모리 H 시리즈의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는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
support/articles/000023989/memory-and-storage/intel-optane-memory.htm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 요구사항
다음은 인텔® Optane™ 메모리로 시스템 가속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가
사전 설치되고/또는 인텔 ® Optane™ 메모리 레디 브랜드로 구입한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1.

마더보드: 지원되는 마더보드는 1 개 이상의 M.2 PCIe NVMe 스토리지 포트와 인텔® Optane™ 메모리를
지원하는 적절한 BIOS 를 포함합니다.

2.

프로세서: 각 인텔® RST 드라이버 릴리스에 대한 지원 프로세서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3.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 또는 '고속 미디어'.

4.

가속할 드라이브, 즉 '저속 미디어': 단일 패스스루 디스크만 가속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옵션은 아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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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TA HDD - 단일 패스스루

b.

SATA SSD - 단일 패스스루

c.

SSHD - 단일 패스스루

d.

인텔® SSD 660p/665p 시리즈. 인텔® RST 17.5.2.x 드라이버 버전으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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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x64 비트(버전 1703/빌드 15063)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섹션 5.1 참조)에는 Microsoft Windows 10
x64 비트(버전 1803/빌드 17134) 이상이 필요합니다.
6.

드라이버/소프트웨어
a.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인텔® RST) Windows 드라이버. 프로세서당 지원되는 드라이버 버전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b.

1.3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인텔® Volume Management Device(인텔® VMD) 지원
11 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인텔® VMD 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전 프로세서 대비 인텔®
RST 에 대한 플랫폼 구성 방식과 관련 인텔® Optane™ 메모리 기술을 변화시킵니다.
다음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요약으로, 문서의 관련 섹션에서는 비 인텔® VMD 시스템과 인텔® VMD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설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플랫폼이 인텔® VMD 지원인지 확인하려면 시스템/마더보드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BIOS: BIOS 설정은 이전 비 인텔® VMD 지원 플랫폼과 다릅니다.



운영 체제 설치:
o 인텔® VMD 지원은 드라이버 버전 18.0.x 부터 시작하며, 이 버전은 현재 Windows 10 운영 체제 빌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인텔® VMD 에서 관리하는 드라이브는 OS 설치 과정에서 감지되지 않습니다.
o 이러한 드라이브를 감지하려면 설치 과정 중 f6flpy 인텔® RST 드라이버를 로드해야 합니다.



Windows 드라이버 이름:
o 인텔® VMD 지원/사용 가능 플랫폼: 'iastorVD'
o 비 인텔® VMD 지원 플랫폼: 'iastorac'



1.4

장치 관리자: 목록은 'PCI 익스프레스 루트 콤플렉스' 섹션 아래에 있습니다.

제한 사항/주의 사항
인텔® Optane™ 메모리로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다음 항목에 유의하십시오.



다음 '저속 미디어'의 가속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o RAID 볼륨 또는 기타 여러 디스크/드라이브 구성
o 섹션 1.2 에 나열되지 않은 PCIe NVMe 드라이브
o 하나 이상의 시스템 파티션이 있는 드라이브(예: 듀얼 부팅 OS)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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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유형 드라이브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본 유형만 지원됩니다.



MBR 파티션 구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속하기 위한 모든 드라이브에 GPT(GUID 파티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섹션 2.2 에서 파티션 구조 확인 옵션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적용하십시오.



시스템 당 하나의 인텔® Optane™ 메모리 볼륨만 허용됩니다. 부팅 중 두 개 이상의 볼륨이 검색되는 경우, 두 번째
볼륨은 오프라인 상태에 놓입니다.
o 드라이브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면, 운영 체제가 드라이브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드라이브는
여전히 인텔® Optane™ 메모리와 스토리지 관리 응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 BIOS(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메뉴 아래)에서 감지될 수 있습니다.



Windows OS 설치 시, 디스크 끝에 최소 5MB 의 '미할당' 공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최대 LBA).


이 공간은 가속되는 드라이브(즉, 시스템 디스크 또는 데이터 드라이브)를 위해 필요합니다.



설치 후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섹션 8 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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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설정

2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를 통한 스토리지 가속은 플랫폼 기능입니다. 섹션 1.2 에 명시된 최소 요구 사항과 함께
시스템 BIOS 에 특정 설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정을 쉽게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 빌드인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를 추가하는 건지
(즉, 설치된 운영 체제로 설정)에 따라 다음 단계와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2.1

새로운 시스템 빌드 및 설정
새로운 시스템은 운영 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마더보드, 프로세서, DRAM 등이 설치됨)으로 정의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를 적절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진행하기 전에 최소 요구사항(섹션 1.2)과 제한 사항을 검토하십시오(섹션 1.4).

2.

하드웨어 설치:
a.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를 마더보드의 PCIe NVMe M.2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시스템당 가속기로서는 1 개의 장치만 지원됩니다.
b.

참고 :

3.

시스템 BIOS 구성(섹션 3 참조).

4.

최신 Windows 10 x64 비트 운영 체제 설치(섹션 4 참조).

운영 체제는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미디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5.

2.2

마더보드의 적절한 커넥터에 연결되어 가속되는 지원되는 스토리지 드라이브.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섹션 5 참조).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를 추가하여 현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현재 시스템은 Windows 10 x64 비트 운영 체제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는 OS
재설치 없이 시스템에 추가됩니다.

참고 :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섹션 7 의 문제 해결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아래 단계에 따라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 탑재 시스템을 적절히 업그레이드하십시오.
1.

진행하기 전에 최소 요구사항(섹션 1.2)과 제한 사항을 검토하십시오(섹션 1.4).

2.

하드웨어 설치:
a.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를 마더보드의 PCIe NVMe M.2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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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시스템당 1 개의 장치만 가속기로 지원됩니다.
3.

디스크 파티션 구조 확인(MBR 대 GPT, 섹션 9 참조).
a.

GPT 는 지원되지만 MBR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섹션 9 의 프로세스는 현재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GPT 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팅 설정을 필수 UEFI 로 업데이트합니다.

b.

이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운영 체제를 재설치해야 하므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섹션 2.1 에 설명된
대로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4.

시스템 드라이브와 가속할 드라이브(시스템 드라이브와 다른 경우)에 대한 디스크 파티션 구조가 GPT 인 경우.
다음 단계는 BIOS 설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시스템 설정이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드라이브에서 운영 체제로 더는 부팅하지 않거나 데이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BIOS 에서 바로 이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참고 :

a.

부팅 설정 = UEFI(이미 3 단계를 거치며 설정되었어야 함).

b.

인텔® VMD 지원 플랫폼(섹션 1.3 참조).

아래 명시된 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섹션 2.1 에 설명된 대로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i.

VMD 컨트롤러 = 활성화

ii.

VMD 스토리지 포트 = 활성화
1.

이 기능은 스토리지/Optane 메모리 장치 및 SATA 컨트롤러(SATA 장치를
가속하는 경우)에 대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c.

비 인텔® VMD 지원 플랫폼(11 세대 코어™ 플랫폼 이전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플랫폼).
i.

SATA 모드 = 인텔 ® RST 프리미엄…

ii.

재매핑 = 활성화
1.

가속을 위한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 및 지원되는 PCIe NVMe
SSD(해당되는 경우)가 설치된 포트에 대해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iii.

위에서 언급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옵션 1: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섹션 2.1 에 설명된 대로 OS 재설치와 함께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2.

옵션 2: 사용 중인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는 인텔® RS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드라이버 버전을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2 단계: 지원되는 드라이버 버전에 대한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17.9.1.x 이상이 지원되는 경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 프로세스를 따르십시오. SATA 모드 및 재매핑 필드는 이 과정에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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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x 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치 중 BIOS 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설정되면
인텔®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볼륨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섹션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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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BIOS 설정

3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인텔® RST) pre-OS UEFI 드라이버 버전 15.5.0.2875 이상을 포함하는 UEFI 준수 시스템
BIOS 시스템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이 지원과 현재 버전이 시스템의 BIOS 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

최상의 호환성을 위해 인텔은 인텔® RST Windows 런타임 드라이버 버전과 동일한, 시스템 BIOS 의 기본
(예: 15.x) pre-OS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1 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인텔® VMD 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이전 플랫폼 대비 인텔® Optane™
메모리에 대한 BIOS 구성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 섹션은 이를 인텔® VMD 지원과 비 인텔® VMD 지원으로
구분합니다. 시스템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플랫폼/프로세서에 인텔® VMD 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인텔®
Optane™ 메모리에 대한 이 두 플랫폼 설정의 차이점은 섹션 1.3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인텔® Optane™ 메모리는 UEFI 만을 지원합니다. OS 설치 전에 부팅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1

비 인텔® VMD 지원 플랫폼
이 섹션에서는 인텔® VMD 를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에 설정해야 하는 특정 BIOS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11 세대
코어™ 프로세서 플랫폼 이전의 모든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텔® Optane™
메모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BIOS 에서 필드 이름과 메뉴 위치는 공급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사용자 가이드/지원
사이트에서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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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부팅 설정에서 UEFI 를 활성화한 후 SATA 모드를 인텔 ® RST 프리미엄으로 설정합니다.

2 단계: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가 포함된 포트(PCIe 커넥터)에 대한 재매핑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가속되는 '저속 미디어'가 지원되는 PCIe NVMe 드라이브인 경우 이 포트/장치에 대해 재매핑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하드웨어가 마더보드/시스템에 연결될 때까지 이 설정은 BIOS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
12

2021년 2월
345866-002KO

인텔 ® Optane™ 메모리 M 시리즈

3.2

인텔® VMD 지원 플랫폼
이 섹션에서는 인텔® VMD 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설정해야 하는 특정 BIOS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11 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인텔® RST 드라이버 버전 18.0.1.x 이상으로 이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인텔®
Optane™ 메모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BIOS 에서 필드 이름과 메뉴 위치는 공급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사용자 가이드/지원
사이트에서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1 단계: 부팅 설정에서 UEFI 를 활성화한 후 VMD 컨트롤러를 활성화합니다.

2 단계: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와 '저속 미디어'를 인텔® VMD 제어로 가속하도록 설정합니다. '저속 미디어'가
SATA 인 경우 SATA 컨트롤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속 미디어'가 PCIe NVMe 인 경우에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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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설치

4

이 섹션에서는 운영 체제 설치 절차와 이 부분에 대한 인텔® VMD 지원 플랫폼과 비 인텔® VMD 지원 플랫폼 간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섹션 1.3 참조).

4.1

요구사항:
Microsoft Windows 10 x64 비트(버전 1703/빌드 15063) 이상 필요.

참고 :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섹션 5.1 참조)에는 Microsoft Windows 10
x64 비트(버전 1803/빌드 17134) 이상이 필요합니다.

비 인텔® VMD 지원 플랫폼
추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S 설치 소프트웨어가 설치 과정에서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를 감지합니다. 지침과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인텔® VMD 지원 플랫폼
인텔® VMD 제어 하에서 OS 가 드라이브를 감지하게 하려면 운영 체제 설치 중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텔® VMD 지원 플랫폼에는 인텔® RST 드라이버 버전 18.0.1.x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드라이버 버전은 아직
Microsoft Windows 설치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S 설치 중에 인텔® VMD 관리를 위해 BIOS 에서 활성화된 모든 드라이브는 지원되는 드라이버가 로드될 때까지
감지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1.

https://downloadcenter.intel.com/ko/download/29978?v=t 로 이동하여 f6flpy-x64(인텔 ® VMD).zip
패키지를 선택/다운로드합니다.

2.

USB 드라이브에 패키지 압축을 풉니다.

3.

시스템에 연결된 USB 드라이브로 Windows OS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4.

'설치 대상 드라이브' 페이지가 표시될 때까지 안내 메시지에 따르십시오.

5.

설치용 드라이브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위의 1 단계에서 다운로드된 인텔® RST
드라이버를 로드합니다.
a.

드라이버 로드를 클릭합니다

b.

USB 드라이브의 드라이버로 이동합니다

c.

드라이버, iastorVD 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OS 설치에 이제 해당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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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응용 프로그램

5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인텔® RST) 관리 스토리지 하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세 개가 제공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텔® Optane™ 메모리 기능 및 권장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기능을 살펴봅니다.

중요 참고 : 인텔® Optane 메모리(섹션 11.1) 및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섹션 11.2)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며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5.1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이 섹션에서는 섹션 1.2 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플랫폼에 이미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장치를 구성하는 단계를
소개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Microsoft 스토어를 통해서만 제공되며 다운로드 전 시스템에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Windows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인텔® RST 버전 17.9.1.x 이상은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Microsoft Store 에서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지원되는 플랫폼의 경우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유일한 단계이며 섹션 5.1.1 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 지원 여부와 적절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플랫폼이 버전 17.9.1.x 이상에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아래 단계를 따라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드라이버 설치:
1.

https://downloadcenter.intel.com/ko/download/28993?v=t 로 이동하여 'f6flpy-x64.zip' 패키지를
선택하고 다운로드합니다.

2.

패키지의 압축을 풀고 해당 위치를 기억해 둡니다. 필요한 경우 위치를 찾습니다.

3.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a.

4.

iaStorAC.inf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설치를 선택합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설치:
1.

Microsoft Store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여 엽니다.
a.

2.

Windows 키를 누르고 Microsoft Store 를 입력합니다.

화면 상단의 검색 필드에 'Intel Optane Memory and Storage Management'를 입력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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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에 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Windows 10 x64 비트(버전 1803)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을
수행하여 이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서도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알려줍니다.)

4.

a.

키보드의 'Windows 키 + x'를 누릅니다.

b.

실행 을 선택합니다.

c.

winver 를 입력합니다.

라이센스를 읽고 수락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응용 프로그램 실행 시,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단계는 Windows
10(버전 1809) 이상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운영 체제 버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1.

Windows 키 를 누르고 애플리케이션을 찾습니다(인텔 폴더 아래에 있을 수 있음)

2.

애플리케이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드롭다운 메뉴에서 자세히 를 클릭합니다

4.

결과 메뉴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을 클릭합니다

5.1.1 가속 활성화
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열면 현재 시스템에 포함된 스토리지 장치 및 볼륨이 '관리' 탭에 표시됩니다.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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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 Optane™ 메모리 탭으로 이동하여 볼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사용

2.

가능한 인텔® Optane™ 메모리 조합이 표시되며,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호환되는 가속할 드라이브 옆에 SYSTEM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해당 장치에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텔 ® Optane™ 메모리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3.

4.

2021년 2월
345866-00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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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속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고속 미디어'와 '저속 미디어'가 단일 볼륨으로
'페어링'되고 있습니다.

6.

볼륨 생성이 완료되면 재시작 을 클릭해야 합니다.
a.

모듈에 최소 32GB 의 인텔® Optane™ 메모리 용량이 포함된 경우, OS 로 진입하기 직전 활성화 프로세스에
대한 몇 가지 완료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캐시 예약과 관련된 것으로,
16GB 장치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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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을 재부팅한 후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면 볼륨이 관리 및 인텔® Optane™ 메모리 탭에 표시됩니다.
a.

볼륨은 장치 관리자 및 디스크 관리와 같은 OS 관련 애플리케이션에도 표시됩니다. 개별 드라이브는 더 이상
이러한 창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32GB 이상 인텔® Optane™ 메모리 용량이 있는 장치에서는 고정 및 최적화(캐시) 스케줄링과 같은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경우 '인텔® Optane™ 메모리' 페이지가 다음 이미지와 비슷하게 표시됩니다.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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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가속 비활성화
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열고 인텔 ® Optane™ 메모리 탭으로 이동하여 비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2.

비활성화 를 클릭해서 가속을 비활성화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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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속이 비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고속 미디어'와 '저속 미디어'가 분리됩니다
(페어링되지 않음).

4.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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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애플리케이션 제거
1.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거하기 전에 가속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Windows 시작 메뉴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앱 및 기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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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tane 을 검색하고 제거 를 클릭합니다.

4.

완료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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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

6

이 섹션에서는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을 다룹니다.

6.1

데이터 드라이브 가속(DDA)
데이터 드라이브 가속(DDA)은 운영 체제는 포함되지 않고 데이터만 있는 '저속 미디어'인 인텔® Optane™ 메모리를
가속하는 기능입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통계는 DDA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팅 가능한 드라이브가 두 개 이상인 시스템은 지원되지 않으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6.1.1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모든 최소 요구 사항(섹션 1.2)은 DDA 와 가속할 특정 데이터 드라이브에 계속 적용됩니다.
시스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

1.

Windows 10 운영 체제가 설치된 시스템 드라이브(예: C:)(SATA 또는 NVMe 일 수 있음)

2.

가속할 데이터 드라이브(예: D:)

3.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

데이터 드라이브는 여전히 GPT 파티션과 유형 기본 유형으로 포맷되어야 합니다.

6.1.2 가속 활성화/비활성화
가속을 활성화/비활성화하는 프로세스(섹션 5)는 DDA 와 가속할 특정 데이터 드라이브에 계속 적용됩니다.

참고 :

가속할 드라이브를 선택할 때 운영 체제가 포함된 지원되는 시스템 드라이브는 선택 부분의 끝에 "(System)"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DDA 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드라이브는 이름에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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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고정
고정(Pinning)은 가속할 파일, 폴더 및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을 허용하여 사용자 지정 반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정은 용량이 32GB 이상인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고정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support/articles/000028779.html)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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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이 섹션에는 인텔® Optane™ 메모리 SW/드라이버 패키지 설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나 이러한 오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오류 코드 및 메시지 자료, https://www.intel.co.kr/content/www/
kr/ko/support/articles/000024113.html 을 참조하거나 인텔 고객 지원팀으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문제 해결 옵션은 여기(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support/articles/000055140.html)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판 시점의 최신 이미지. 일부 텍스트는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될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은 샘플일 뿐이며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포괄적인 오류 목록이 아닙니다.

7.1

장치 감지 문제
Windows 환경 또는 시스템 BIOS 에서 모듈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다음 몇 가지 문제 해결을 방법을 참고해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인텔® Optane™ 메모리/인텔® Optane™ M 시리즈 장치: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support/articles/000025194.html

7.2

재부팅 시 캐시 재구성
가속이 활성화된 시스템에서 하드 재부팅(사용자가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경우) 또는 예기치 않은 전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부팅 시에 캐시 재구성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전원 손실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 상태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7.3

하드웨어 오류

7.3.1 부팅 시 고속 미디어 누락
시스템이 부팅되고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UEFI 드라이버가 인텔® Optane™ 메모리 미디어를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
드라이버가 비활성해 부팅 관리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드라이브의 현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추가 단계를 수행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스템을 부팅할 수 없으며 UEFI/BIOS 에서 드라이브가 '비활성화됨' 상태로 설정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 전원을 끄고 다음을 시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모듈이 포트에서 분리된 경우, 누락된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을 다시 연결하고 시스템에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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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이 누락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시도하십시오.
a)

보드나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에서 M.2 커넥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b)

'저속 미디어'를 분리하고 시스템 BIOS 메뉴로 부팅합니다.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메뉴로 들어가고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모듈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메뉴를
종료하고 Optane™ 메모리 모듈이 연결된 포트에 SATA 컨트롤러 재매핑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듈이 손상되면 올바르게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3.2 부팅 시 저속 미디어 누락
시스템이 부팅되고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UEFI 드라이버가 '저속 미디어' 장치를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 드라이버가
비활성해 부팅 관리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저속 미디어의 현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추가
단계를 수행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스템을 부팅할 수 없으며 인텔® Optane™ 메모리 모듈은 UEFI/BIOS 에서 '비활성화됨' 상태로
설정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 전원을 끄고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시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드라이브의 케이블을 확인하십시오. '저속 미디어'가 포트에서 분리된 경우, 누락된 장치를 다시 연결하고
시스템에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저속 미디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가 손상되면 올바르게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경우 다른 '저속 미디어' 장치를 동일한 포트/케이블에 연결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7.3.3 미디어 오류 및 데이터 복구
기계적 또는 전기적 오류가 발생하고 '작동 불가'로 판정되는 드라이브에 사용할 수 있는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데이터 복구 도구는 없습니다. 시스템에 복구할 수 없는 미디어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복구/수리 방법이
없습니다.

7.3.4 미디어 교체 절차
이 섹션에서는 이미 가속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모듈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듈이나 '저속' 장치를 업그레이드/교체할 경우 다음 단계가 적용됩니다.

참고 :
1.

데이터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아래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속 비활성화
a)

옵션 1: 운영 체제 내
i)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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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아래 섹션 중 하나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섹션 5.1.2: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2)

섹션 11.1.4: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3)

섹션 11.2.2: Intel® Rapid Storage Technology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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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옵션 2: 시스템 BIOS 내:
i)

시스템 BIOS 로 들어갑니다

ii)

인텔 ® RST 메뉴로 이동합니다

iii) 각 볼륨 구성원을 두 번 클릭한 후 '연결 해제' 또는 '비-Optane 으로 재설정'합니다
2.

참고 :

참고 :
3.

교체할 미디어를 스왑합니다
a)

컴퓨터 전원을 끕니다.

b)

컴퓨터를 열고 교체할 미디어를 찾습니다.

미디어 슬롯 위치와 M.2 모듈을 제거하거나 삽입하기 위한 지침은 컴퓨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c)

컴퓨터를 닫고 전원을 켭니다.

d)

Windows OS 로 부팅합니다.

가속될 '저속 미디어'에 OS 가 설치된 경우 섹션 4 의 단계에 따라 OS 를 설치하고 섹션 5 의 단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십시오.
가속 재활성화
볼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아래 섹션 중 하나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a)
i)

섹션 5.1.1: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

ii)

섹션 11.1.3: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iii)

섹션 11.2.1: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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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 파티션 크기 조정 관련 오류
인텔® Optane™ 메모리 볼륨을 구축하고 관리할 때는 인텔® RST 패키지에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5MB 의
연속 미할당 공간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설치 후 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옵션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 드라이브: 마지막 파티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음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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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파티션 구조(MBR 대 GPT) 인증/변경

9

인텔® Optane™ 메모리 장치를 사용한 시스템 가속은 GPT(GUID 파티션 테이블) 파티션 구조로 포맷된 드라이브를 통해서만
지원됩니다.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원래 설치된 방법에 따라 이 구조는 이전 Windows 버전에서 지원되는 레거시 MBR(마스터 부팅
레코드)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가속을 위해 현재 구조 드라이브 확인

-

GPT 로 구조 전환 처리(필요한 경우)

9.1

현재 드라이브 파티션 구조 확인

1.

Windows 로 부팅합니다.

2.

디스크 관리자를 엽니다(Windows +x 키를 누르고 디스크 관리자 클릭).

3.

가속하려는 디스크를 찾습니다(아래 이미지는 기본 시스템 부팅 디스크의 예시).

4.

왼쪽에 (디스크 x, 기본, 용량, 온라인)으로 표시되는 디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예: 디스크 0 으로
표시되는 경우).

5.

속성 을 선택합니다.

6.

볼륨 탭 을 클릭합니다.

7.

여기에서 파티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MBR 은 섹션 9.2 로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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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MBR2GPT.exe 를 통해 MBR 에서 GPT 로 전환
요구사항:



Windows 10 Creators 업데이트 x64(버전 1703, 빌드 10.0.15063) 이상.



UEFI 를 부팅할 수 있는 컴퓨터. BIOS 설정에 UEFI 부팅 옵션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컴퓨터 제조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지침:
1.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열기
a.

Windows 키 +x 를 누릅니다

b.

command 를 입력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관리자로 실행 을 선택합니다

2.

mbr2gpt.exe /convert /allowfullOS 를 입력합니다

3.

종료하고 BIOS 로 부팅

4.

UEFI 모드로 설정 변경

참고 :

부팅 설정에서 '레거시'가 'UEFI'로 변경됩니다. 이 설정 위치에서 시스템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support/articles/000024558.html 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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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indows 복구 환경
10.1 Windows 10 OS 복구 준비(고급)
이 섹션에서는 Windows 10 OS 이미지의 Windows* 복구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OS 를 설치하기 전에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드라이버를 OS 복구 이미지/도구에 넣으면 OS 이미지가 손상될 경우에 시스템 복구가 가능합니다.
요구사항:


Windows ADK(Assessment and Deployment Kit) 설치됨



Windows 10 64b ISO



최신 F6 Intel® Rapid Storage Technology 소프트웨어/드라이버 패키지 제공:
https://downloadcenter.intel.com/ko/download/28993?v=t



설치를 위한 USB 키

단계:
1.

참고 :

Windows* 10 OS ISO 이미지로부터 USB 부팅 가능 키를 생성합니다.

미디어 슬롯 위치와 M.2 모듈을 제거하거나 삽입하기 위한 지침은 컴퓨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2.

로컬 PC(예: C:\Win10USB)에 임시 작업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3.

작업 디렉터리에 windows, winre, drivers 라는 이름의 하위 디렉터리 3 개를 생성합니다.

4.

인텔 ® 빠른 스토리지 기술 드라이버를 'drivers' 하위 디렉터리에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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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dows 10 USB 설치 키에서, 'sources' 디렉터리에서 작업 디렉터리 C:\Win10USB 로 install.wim
파일을 복사합니다.

6.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작업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예: cd C:\Win10USB).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폴더와 Windows 탐색기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

Windows 10 버전을 기준으로 수정할 인덱스 번호를 판별합니다. 사용 중인 Windows 10 버전과 일치하는
인덱스를 선택하십시오.

인덱스를 판별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dism /get-wiminfo /wimfile:install.wim
아래 예는 인덱스 2 를 수정합니다. 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버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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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nstall.wim' 파일을 수정하십시오.
Windows 이미지 마운트:
dism /mount-image /imagefile:install.wim /index:2 /mountdir:windows

9.

Windows 이미지에 Intel® Rapid Storage Technology 드라이버 추가:
dism /image:windows /add-driver /driver:drivers /forceunsigned /recurse

10. Windows 복구 이미지 마운트:
dism /mount-image /imagefile:c:\Win10USB\windows\windows\system32\recovery\winre.wim
/Index:1 /mountdir:winre

11. Windows 복구 이미지에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드라이버 추가:
dism /image:winre /add-driver /driver:drivers /forceunsigned /rec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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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indows 복구 이미지 언마운트:
dism /unmount-wim /mountdir:winre /commit

13. Windows 이미지 언마운트:
dism /unmount-wim /mountdir:windows /commit

14. 작업 디렉터리의 업데이트된 install.wim 을 다시 USB 설치 키의 'sources' 디렉터리로 복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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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레거시 인텔 ® RST/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다음 애플리케이션은 종료되었으며 더 이상 지원, 검증 또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아래 정보는 섹션 5 에 설명된 대로 지원되는 인텔® Optane™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러한 제품을 계속 활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참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11.1 인텔® Optane™ 메모리 응용 프로그램
이 섹션에서는 이미 Windows 10 운영 체제가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인텔® Optane™ 메모리를 구성하는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일부 마더보드에는 인텔® Optane™ 메모리
SW/드라이버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 BIOS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시스템 BIOS 는 마더보드 공급업체의 지원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성공적인 설치를 위해 섹션 1.2 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https://downloadcenter.intel.com/ko/download/28993?v=t 로 이동하고 가장 최근의
'SetupOptaneMemory.exe' 패키지를 선택합니다(드라이버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음).

2.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다음 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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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화면은 컴퓨터 부팅에 사용되는 드라이브를 제어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사용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사용권 계약을 읽고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동의... 상자를 선택한 후

다음 을 클릭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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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대화 상자에서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파일이 로드될 시스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버튼을
사용하여 특정 위치로 이동하거나 제공되는 기본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계속하려면 다음 을
클릭해야 합니다.

6.

설치 진행률을 보여주는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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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설치 시점에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8.

시스템이 재부팅을 완료하고 OS 에 들어가면,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실행에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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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가속 활성화
1.

설치 작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아래 창이 나타납니다. 창이
나타나는 데 몇 초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볼륨의 현재 상태가 표시되는 설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사용 가능한 인텔® Optane™ 메모리
조합이 표시되며,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합을 선택하고 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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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되는 경고 대화 상자에서 모든 데이터가 인텔® Optane™ 메모리에서 제거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계속 을 클릭합니다.

4.

가속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고속' 미디어와 '저속' 미디어가 단일 볼륨으로
'페어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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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볼륨 생성이 완료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시작 을 클릭합니다.
a.

모듈에 최소 32GB 의 인텔® Optane™ 메모리 용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OS 에 들어가기 직전에 활성화
프로세스가 완료됨을 알리는 몇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캐시의 예약과
관련된 것으로, 16GB 장치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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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이 재부팅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탭에 볼륨이 표시됩니다.
a.

볼륨은 '장치 관리자' 및 '디스크 관리'와 같은 OS 시스템 관련 애플리케이션에도 표시됩니다. 개별 드라이브는
더 이상 이러한 창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1.1.2 가속 비활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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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비활성화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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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속이 비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고속' 미디어와 '저속' 미디어가 분리(언페어링)되고
있습니다.

3.

완료되면 재시작을 클릭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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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이 OS 로 재부팅되면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설정 탭을 선택하여 볼륨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1.1.3 애플리케이션 제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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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기 전에 가속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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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 시작 메뉴 를 클릭합니다. 메뉴가 열려 있는 동안 Control Panel 을 입력하여 '제어판'을
검색합니다.

3.

제어판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제거 링크를 선택합니다.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
46

2021년 2월
345866-002KO

인텔 ® Optane™ 메모리 M 시리즈

4.

목록에서 인텔 ®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이 강조 표시됩니다.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제어판 옵션을 클릭해서 제거하면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창이 표시됩니다. '다음'을 클릭해서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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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창은 시스템에서 인텔® Optane™ 메모리 드라이버가 무엇을 제어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을 클릭해서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계속합니다.

7.

진행률 표시줄에 제거 진행 상태가 나타납니다.

설치 및 사용자 가이드
48

2021년 2월
345866-002KO

인텔 ® Optane™ 메모리 M 시리즈

8.

플랫폼에서의 인텔® Optane™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제거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마침 을 클릭해 계속 진행하여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11.2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응용 프로그램
이 섹션에서는 섹션 1.2 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플랫폼에 이미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장치를 구성하는 단계를 소개합니다.
빠른 스토리지 기술 애플리케이션은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며 인텔® Optane™ 메모리 지원 장치를 사용하여
가속화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인텔® Optane™ 메모리와 관련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https://downloadcenter.intel.com/ko/download/28992?v=t 로 이동하고 가장 최근의 'SetupRST.exe'
패키지를 선택합니다(드라이버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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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파일을 실행하고 다음 을 클릭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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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창은 설치 완료 후에는 드라이버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는 간단한 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을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사용권 계약을 읽고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동의... 상자를 선택한 후

다음 을 클릭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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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화면에서는 SetupRST.exe 의 옵션과 관련한 ReadMe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화면은 RST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보여줍니다.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음 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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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화면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최종 시간을 알려줍니다. '뒤로' 가기, 설치 '취소'하고 나가기 또는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하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다음 화면은 설치 진행률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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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 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설치가 끝납니다. 마침 을 클릭하여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11.2.1 가속 활성화
1.

가속은 '상태' 페이지 또는 '인텔® Optane™ 메모리' 페이지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볼륨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활성화 를 선택합니다.
a.

오른쪽의 스토리지 시스템 보기에서 '고속' 미디어와 '저속' 미디어가 모두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섹션 1.2 에 설명된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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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Optane™ 메모리 페이지
2.

인텔® Optane™ 메모리 탭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 사용 가능한 인텔® Optane™ 메모리 조합이 표시되며,
이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합을 선택하고 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a.

가속하려는 호환되는 드라이브 옆에 SYSTEM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운영 체제가 설치된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3.

가속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고속' 미디어와 '저속' 미디어가 단일 볼륨으로
'페어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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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륨 생성이 완료되면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재부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a.

모듈에 최소 32GB 의 인텔® Optane™ 메모리 용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OS 로 들어가기 직전에 활성화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있음을 알리는 몇 가지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캐시의 예약과 관련된
것으로, 16GB 장치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시스템 재부팅이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상태’ 및 '인텔® Optane™ 메모리' 탭에 볼륨이
표시됩니다.
a.

볼륨은 '장치 관리자' 및 '디스크 관리'와 같은 OS 시스템 관련 애플리케이션에도 나타납니다. 개별 드라이브는
더 이상 이러한 창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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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가속 비활성화
1.

가속은 '상태' 또는 '인텔® Optane™ 메모리' 탭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상태' 페이지에서 비활성화
링크를 클릭합니다.

2.

인텔® Optane™ 메모리를 비활성화할 것인지 묻는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예 를 클릭하여 비활성화하고
계속합니다.

3.

가속이 비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Optane™ 메모리 '고속' 미디어와 '저속' 미디어가 분리(언페어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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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륨이 비활성화된 후에는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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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Optane™ 메모리' 탭을 사용하는 경우 재부팅 버튼이 표시됩니다.

시스템이 OS 로 재부팅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볼륨이 더 이상 활성화 상태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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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애플리케이션 제거
1.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기 전에 가속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Windows 시작 메뉴 를 클릭하고 메뉴가 열려 있는 동안 Control Panel 을 입력하여 '제어판'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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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판의 '프로그램' 아래 있는 프로그램 제거 링크를 선택합니다.

4.

목록에서 인텔 ® 빠른 스토리지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강조 표시합니다. 제거 옵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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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시점에서,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 설치 프로그램이 제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다음 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6.

다음 을 클릭하여 제거를 계속합니다. 기본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옵션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제거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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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창에 드라이버 설치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8.

메시지가 표시되면 마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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