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OS용
Cisco Umbrella Roaming

간편 설치 가이드

이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macOS 컴퓨터에 Cisco Umbrella
Roaming 클라이언트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건
다운로드 및 설치
정책 구성

다운로드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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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Mac 컴퓨터에서 Cisco Umbrella Roaming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

Cisco Umbrella 라이센스(또는 무료 Umbrella 14일 평가판
https://signup.opendns.com/freetrial)
지원 운영 체제:
• Mac OS X 10.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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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및 설치

이 가이드는 Cisco Umbrella Roaming 클라이언트를 조직의 macOS 랩탑(및 원하는
경우 데스크탑 시스템)에 배포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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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rella Roaming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Umbrella 대시보드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합니다.
[Identities(ID)]를
클릭합니다.

[Roaming Computers(로밍
Umbrella Roaming 라이센스 SKU

설명

UMB-ROAM

사용자 라이센스별 Umbrella Roaming

Umbrella Professional SKU
UMB-PROFESSIONAL

설명

Umbrella Umbrella Insights SKU
UMB-INSIGHTS-K9

설명

Umbrella Umbrella Platform SKU
UMB-PLATFORM-K9

설명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라이센스별 Umbrella Professional

사용자 라이센스별 Umbrella Insights

사용자 라이센스별 Umbrell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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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이콘 [

]을

클릭합니다.

2-2

Umbrella Roaming 클라이언트 설치

다운로드한 OpenDNS-URC-mac-2.0.xxx.zip 파일을 추출하고
RoamingClient_MAC_2.0.xxx.pkg 파일을 실행합니다. Umbrella Roaming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고 OpenDNS-URCmac-2.0.xxx.zip 파일을
원하는 폴더에 저장합니다.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주의
다운로드한 설치 프로그램은 조직마다 고유합니다. 조직 외부로 배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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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계속)]를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Agree(동의)]를
클릭합니다.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트레이 아이콘을 확인하여
대상 컴퓨터에 클라이언트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트레이 아이콘에 표시등이
녹색이면 클라이언트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Umbrella 대시보드에
[Roaming Computers(로밍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macOS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컴퓨터)] 페이지를
확인하여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각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과 상태
및 정책 정보가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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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이콘 [

정책 구성

]을

클릭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로밍 컴퓨터와 관련된 온-네트워크 및 오프-네트워크 정책의 생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콘텐츠 필터링과 보안의 목적상 Cisco Umbrella Roaming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및 기타 구성요소에 대해 단일화된 통합 정책이 필요하고 온-네트워크와
오프-네트워크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는 3-2 및 3-3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3-1

온-네트워크 정책 생성

우선,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클라이언트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에게
적용할 정책을 생성합니다.
[Policies(정책)]를
클릭합니다.

[Networks(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Roaming Computers(로밍
컴퓨터)] 및 [Mobile
Devices(모바일 장치)]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시행할 콘텐츠 설정을
[Policy List(정책 목록)]를
클릭합니다.

선택합니다.
시행할 보안 설정을
선택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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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페이지 차단 설정을
선택합니다.
[NEXT(다음)]를

3-2

오프-네트워크 정책 생성

그런 다음, 모든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장치 또는 로밍 컴퓨터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적용할 정책을 만듭니다.

클릭합니다.

추가 아이콘 [

]을

클릭합니다.

[Policy description(정책
설명)]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SAVE(저장)]를

[Roaming Computers(로밍

클릭합니다. 정책이

컴퓨터)] 및/또는 [Mobile

네트워크에 적용되기까지

Devices(모바일 장치)]를

최대 90초가 걸립니다.

클릭합니다.
[Networks(네트워크)]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메모
단계와
단계에서의 일반적인 이용 케이스는 보안 설정은 활성화하되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범주 설정은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설정을 비활성화하려면 [Add New
Setting(새 설정 추가)]을 클릭하고 콘텐츠 카테고리를 차단하지 않기 위한 새 카테고리 설정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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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콘텐츠 설정을
선택합니다.
시행할 보안 설정을
선택합니다.

3-3

정책을 올바른 순서로 배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정책이 로밍 컴퓨터의 정책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Policy List(정책 목록)] 페이지에서 옮기고자 하는 정책을 드래그하여 정책
순서를 변경하십시오.

[NEXT(다음)]를

로밍 컴퓨터에 대한 정책의

클릭합니다.

가로줄 아이콘 [

]을

클릭한 채로 있습니다.

시행할 페이지 차단 설정을
선택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로밍 컴퓨터의 정책을
드래그합니다.

[Policy description(정책
설명)]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정책이 로밍 컴퓨터에
적용되기까지 최대 90초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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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컴퓨터의 정책을
네트워크의 정책 아래에
놓습니다.

사용자가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네트워크 정책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로밍 컴퓨터가 네트워크 외부에 있을 때는 로밍 정책이 대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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