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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커넥터 버전 1.11.0부터 AMP for Endpoints는 macOS 및 Linux에서 프로세스 제외를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macOS 또는 Linux 애플리케이션의 활동을 무시하도록 AMP를 구성하려면 Path, File
Extension 및/또는 Wildcard 제외 규칙의 조합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규칙은 파일 및 디렉터리를 대
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와 연결할 수 없으므로 각 프로그램에 여러 규칙이 필요했으며
각 규칙마다 둘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하게 활동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Process
Exclusions(프로세스 제외)는 애플리케이션의 활동을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제외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합니다.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Process Exclusions는 시스템 보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면서 AMP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제외 규칙은 AMP for Endpoints 웹 콘솔에서 관리합니다.각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
다.

프로그램 실행 파일의 전체(절대) 경로●

프로세스의 사용자 이름(선택 사항) 및●

하위 프로세스도 제외할지 여부(기본값:없음●

프로세스 제외 규칙이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일치하면 해당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 및
선택적으로 해당 하위 프로세스가 스캔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Mac 및 Linux 커넥터 1.11.0에 프로세스 제외가 추가되면서 기존 경로, 파일 확장자 및 와일드
카드 규칙의 해석도 변경됩니다.1.10.x 및 이전 커넥터의 동작은 변경되지 않습니다.그러나
1.11.0의 동일한 규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경로 변경, 파일 확장명
및 와일드카드 제외 규칙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 제외 준비

macOS 및 Linux 엔드포인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1.10.x 및 이전 커넥터는 프로세스 제외 규칙을 무시합니다.1.
1.11.0 이상의 Connector는 프로세스 제외 규칙을 준수하지만 Path, File Extension 및
Wildcard 규칙을 이전 Connector와 다르게 해석합니다.이로 인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
습니다.

2.

Mac Connector 1.10.0 및 Linux Connector 1.11.0은 (2)에 설명된 새 해석의 성능 손실을 완화
하는 일반적인 실행 중 스캔 최적화를 도입했습니다.

3.

경로, 파일 확장명 및 와일드카드 제외 규칙에 대한 변경 사항

1.10.x 및 이전 Connector 버전에서:파일, 경로 및 와일드카드 규칙은 대상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다
음 파일 작업에 대한 스캔에서 제외합니다.

만들기●

수정●

이름 바꾸기●

실행●

1.11.0 및 최신 커넥터 버전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경로, 파일 확장명 및 와일드카드 규칙의 해
석이 변경되어 일치에서 파일 실행이 제외되는 대신 검사를 트리거합니다.파일 만들기, 수정 및 이
름 바꾸기는 계속 제외됩니다.이러한 변화의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파일 디렉터리를 제외할 때 실행 작업이 불필요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1.
동일한 경로에서 실행 및 실행 안 함 작업을 독립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 제외 규
칙을 더 잘 보완합니다.

2.

Windows의 AMP에 따라 이러한 규칙의 macOS 및 Linux 해석이 맞춰집니다.3.
대부분의 경우 AMP의 CPU 사용량 증가는 2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경우에 따라 AMP의 CPU 사
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는 새 커넥터 버전의 일반 실행 중 스캔 최적화가 사용 중인 제외 규칙
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 가능합니다.

커넥터 업그레이드 지침

제외를 사용하여 이전에 조정한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성능이 여전히 양호한지 확인하기 위해
1.11.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한 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권장되는 업그레이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
다.

제외를 변경하지 않고 커넥터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1.
업그레이드 후 시스템 성능을 평가합니다.2.
업그레이드 후 시스템 성능이 만족스러우면 데이터 파일 대신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 파일 확장명 및 와일드카드 제외 규칙을 제거하십시오.이러한 규칙은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습니다.그런 다음 새로운 프로세스 제외 규칙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후 시스템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
파일 확장명 및 와일드카드 제외 규칙을 해당 프로세스 제외 규칙으로 바꿉니다.시스템 성능
은 업그레이드 전과 같거나 더 우수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4.

Connector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대규모 구축에서는 모든 Connector가 1.11.0 이상으로 업
그레이드될 때까지 경로, 파일 확장명 및 와일드카드 제외 규칙의 수정 또는 제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하면 기존 제외 규칙에 의존하는 이전 커넥터가 엔드포인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제외 규칙 추가

AMP for Endpoints 웹 포털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제외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할 제외 세트를 찾습니다.'제외 추가'를 클릭하고 '프로세스:파일 스캔.1.

제외할 프로그램의 전체(절대) 경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사용자 계정(선택 사항) 및 프로그램
에서 생성한 모든 하위 프로세스에 제외를 적용할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2.

추가 규칙(1-2단계 반복)을 추가하려면 '제외 추가'를 클릭하고, 제외 세트를 저장하려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3.

프로세스 제외 모범 사례

시작 프로세스를 제외하지 마십시오. 시작 프로세스(예: macOS에서 'launchd', Linux에서 'init'
또는 'systemd')는 시스템에서 다른 모든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프로세스 계층
구조의 맨 위에 있습니다.시작 프로세스 및 모든 하위 프로세스를 제외하면 AMP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사용자 지정: 사용자 필드를 비워 두면 지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든 프로세스
에 제외가 적용됩니다.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더 유연할 수 있지만, 이 광범위한 범
위에서는 모니터링해야 하는 활동을 실수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런타임 엔진(예: 'java') 및 스크
립트 인터프리터(예: 'bash', 'python')와 같은 공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칙에 사용자를 지정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User를 지정하면 범위가 제한되고 AMP가 다른 인스턴스를 모니터
링하는 동안 특정 인스턴스를 무시하도록 지시합니다.

●

프로세스 제외와 경로/파일 확장명/와일드카드 규칙 간의 겹치지 않음: 스캔에서 프로그램 실행●



을 제외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을 탐지하고 파일 스캔을 트리거하는 것이
좋습니다.Process Exclusion(프로세스 제외) 규칙에 지정된 경로가 Path/File
Extension/Wildcard(경로/파일 확장명/와일드카드) 규칙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면 파일 수정이
스캔에서 의도치 않게 제외되지 않습니다. 

Windows 구현과 차이점

프로세스 제외 지원을 추가하고 경로, 파일 확장명 및 와일드카드 규칙의 범위를 줄이면
Windows와 더 긴밀하게 연계하여 macOS 및 Linux 제외를 가져옵니다.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구현
차이점이 있습니다.

macOS 및 Linux Process Exclusion 규칙은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실행 파
일의 전체 경로를 따르지만 Windows에서는 선택적 SHA-256 해시 값을 허용합니다.SHA-256
해시 값으로 프로세스를 제외하는 것은 현재 macOS 및 Linux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1.

Malicious Activity 및 System Process 엔진은 Windows 전용이므로 이러한 제외 유형은
macOS 및 Linux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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