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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요구 사항에 따라 FireAMP에서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예약된 스캔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예약된 스
캔을 생성할 때 시스템에 대한 관리 사용자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이 문서는 성공적인 예약
스캔을 위해 사용자 계정의 필수 권한을 다룹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FireAMP 대시보드 액세스●

Windows PC용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

FireAMP 3.x for Windows XP 이상 - 예약된 스캔●

FireAMP 4.x for Windows XP 이상 - 예약된 스캔 및 엔드포인트 IOC 스캔●

시작하기 전에

FireAMP 정책에서 예약된 스캔을 추가하면 정책 일련 번호가 증가합니다.엔드포인트는 하트비트
를 전송할 때 새 정책을 아래로 가져옵니다.제공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FireAMP는 Windows 내에
서 예약된 작업을 생성하고 나중에 작업을 실행합니다.이 디자인 때문에 사용하는 계정에 올바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된 항목을 구성하기 전에 검사에는 사용할 사용자 계정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
니다.



참고:이러한 권한은 엔드포인트 IOC 스캔에도 적용됩니다.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어야 합니다.로컬 관리자 또는 도메인 관리자일 수 있습니다.1.
어카운트는 일괄으로 로그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2.

Log on as batch 권한은 그룹 정책을 통해 구성됩니다.도메인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
로 관리 계정은 일괄 처리로 로그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도메인에 대해 구성된 경우 계정은 GPO(그
룹 정책 개체)에 정의된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구성

다음 단계는 Windows Server 2008 R2를 실행하는 도메인 컨트롤러에 적용됩니다.

주의:Windows 서버에서 올바른 그룹 정책 구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Cisco는 잘못된 그룹 정책 컨피그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Start(시작)> Administrative Tools(관리 툴) > Group Policy Management(그룹 정책 관리)로 이
동합니다.

1.

Forest(포리스트) > Domains > Your_Domain_Name > Group Policy Objects를 확장합니다.2.

수정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수정)"를 선택합니다.3.

Computer Configuration(컴퓨터 컨피그레이션) > Policies(정책) > Windows
Settings(Windows 설정) > Security Settings(보안 설정) > Local Policies(로컬 정책) > User
Rights Assignment(사용자 권한 할당)로 이동합니다.

4.



일괄 작업으로 로그온을 두 번 클릭합니다.5.

사용자 또는 그룹 추가를 선택합니다.6.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7.

Check Name(이름 확인)을 클릭하여 유효성을 검사합니다.8.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로 돌아갈 때까지 OK(확인)를 클릭합니다.9.
그룹 정책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 또는 그룹에 적용합니다.이제 사용자 계정을 구성했
으므로 FireAMP 대시보드에서 스캔을 구성합니다.

FireAMP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1.

Management(관리) > Policies(정책)로 이동합니다.2.

원하는 정책을 수정합니다.3.

File(파일) 탭 > Scheduled Scans(예약된 스캔)로 이동합니다.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4.



참고:사용자 이름은 domain\username 형식이어야 합니다.도메인 접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
다.
일정을 구성합니다.스캔 일정을 수정, 추가, 제거하려면 연필 및 빼기 아이콘을 사용합니다.여
기에 여러 일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24시간 외에 Daily(매일), Weekly(매주) 또는 Monthly(매
월)를 선택하여 스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Scan Type(스캔 유형)(Flash(플래시) 또는 Full(전
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Save(저장)를 선택한 다음 Update(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정책 변경 사항을 커밋합니다.6.



   

확인

시스템에서 정책을 업데이트한 후에는 Windows 작업 스케줄러에서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Immunet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 이상의 작업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지만 예약된 작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지만 예약된 작업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사용한 계정에 잘못된 암호가 있거나
작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관리자가 아님).

작업이 생성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음

작업이 생성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으면 어카운트에 배치로 로그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의
구성 단계를 검토하여 계정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FireAMP/AMP for Endpoints에서 예약된 스캔 시작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시작하기 전에

	구성
	확인
	문제 해결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지만 예약된 작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작업이 생성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