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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for Endpoints 및 ipsupporttool.exe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명령줄(CLI) 스위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특정 환경에서 물리적 및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해 엔드포인트와의 상호 작용을 항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AMP for Endpoints는 상호 작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며, 이 문서
에서는 CLI용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참고: 설치 프로그램의 CLI 스위치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security/sourcefire-fireamp-endpoints/118587-
technote-fireamp-00.html)

AMP for Endpoints 명령줄 스위치

AMP sfc.exe 스위치

Windows   .1.
   .  :C:\Program Files\Cisco\AMP\X.X.X\, X.X.X   .) 
cd C:\Program Files\Cisco\AMP\6.1.7\

2.

  .3.

참고: 스위치 실행 시 다시 연결된 출력이 없습니다.

sfc.exe     

 -s:Immunet Protect(Windows Connector)  .   SCM    .●

sfc.exe -s

-k:Immunet Protect(Windows Connector)  . Connector Protection        .sfc.exe -k
_password_

●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ecurity/sourcefire-fireamp-endpoints/118587-technote-fireamp-00.html


sfc.exe -k
sfc.exe -k examplepassword

-i:Immunet Protect(Windows Connector)  .        .●

sfc.exe -i

-u:Immunet Protect(Windows Connector)  . SCM(Windows Service Control Manager)   .    
Windows     .

●

sfc.exe -u

-r:Immunet Protect(Windows Connector)  .  -i      .  local.xml    .●

sfc.exe -r

-x:  -u      .
-     '/remove 1' .
- SCM(Windows Service Control Manager)   .
-    
- Windows Security Center  
- Windows      

●

sfc.exe -x

-l AND-l stop   .(  L) -      .   ,   ,        .●

sfc.exe -I start
sfc.exe -I stop

-SHA_of_the_file  :      .              .
              30           .

●

sfc.exe -unblock f5b6ab29506d5818a2f8d328029bb2fcb5437695702f3c9900138140f3cd980c

-재등록(커넥터 v.6.2.1 이후):이 옵션은 서비스가 실행되는 동안 local.xml 및 레지스트리에서
uuid 및 certs를 지우고 재등록을 트리거합니다.Local.xml 및 레지스트리가 새 값으로 업데이트
됩니다.그러나 ID Sync가 활성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커넥터가 기존 UUID를 다시 가져오면
이 설정이 차단됩니다. 

●

sfc.exe -reregister

-forceupdate(커넥터 v.7.2.7 이후):이 옵션을 선택하면 커넥터가 TETRA 정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sfc.exe -forceupdate

AMP ipsupporttool.exe 

Windows   .1.



   .  :C:\Program Files\Cisco\AMP\X.X.X\, X.X   . 
cd C:\Program Files\Cisco\AMP\6.1.7\

2.

  .3.

참고: 스위치 실행 시 다시 연결된 출력이 없습니다.

ipsupporttool.exe     :

주의:폴더 선택 항목을 참조하는 모든 스위치에서는 지정 전에 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d:Windows      .
-         .

●

ipsupporttool.exe -d C:\Program Files\Cisco\AMP\6.1.7\TestFolder\

-o:    .       .●

ipsupporttool.exe -o C:\Program Files\Cisco\AMP\6.1.7\TestFolder\

-t:Windows      Timed    .    .●

ipsupporttool.exe -t 5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isco AMP for Endpoints - TechNotes●

Cisco AMP for Endpoints - 사용 설명서●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security/fireamp-endpoints/products-tech-notes-list.html
https://docs.amp.cisco.com/en/A4E/AMP%20for%20Endpoints%20User%20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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