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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라이센스를 얻고 대시보드에 액세스하는 프로
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고자: Uriel Islas,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것을 권장합니다.

AMP for Endpoints 라이센스●

이메일 계정●

컴퓨터●

사용되는 구성 요소

            .

AMP 퍼블릭 클라우드●

Outlook ●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단계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AMP4E(AMP For Endpoints) 제품을 인증하려면 eDelivery 이메일 또는 엔타이틀먼트 이메일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eDelivery 이메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다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licensing@cisco.com 또는 온라인 포털(http://cisco.com/tac/caseopen)을 방문하십시오.적절

http://cisco.com/tac/caseopen


한 기술 및 하위 기술을 선택한 후 Type of Problem(문제 유형) 아래 Licensing(라이센싱)을 선
택합니다.

AMP for Endpoints 자격 증명

AMP4E 자격 증명은 Cisco CSA(Security Account) 도메인에 속합니다.첫 번째 Cisco Security 어카
운트가 설정되는 즉시 조직 내에 보안 관리자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새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생
성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즉시 CSA를 생성하거나 기존 CSA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라이센
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작업을 마치면 조직은 반드시 비즈니스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퍼블릭 클라우드 설정 방법

1단계. eDelivery 이메일 또는 자격 이메일에 제공된 URL로 이동합니다.

2단계. 선호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합니다.

참고:미주 클라우드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레이턴시
와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3단계. Cisco Security Account를 AMP 클라우드에 연결합니다.



a) CSA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지만 AMP4E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 Log 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이
옵션은 CSA를 AMP 클라우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b) AMP 클라우드 또는 Cisco Security Org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Create Account(계정 생성)를 클
릭하여 회사 라이센스를 적용합니다.

4단계.  회사에 CSA가 없는 경우 설정 요청에 따라 모든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참고:회사에 이미 CSA가 있는 경우 Castle 웹 사이트에서 자격 증명을 인증합니다.2번에 구성
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URL을 선택합니다.  미주 클라우드:https://castle.amp.cisco.com 유
럽 클라우드:https://castle.eu.amp.cisco.com 아시아 태평양 클라우드
:https://castle.apjc.amp.cisco.com

5단계. CSA가 생성되면 계정 등록 완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https://castle.amp.cisco.com
https://castle.eu.amp.cisco.com
https://castle.apjc.amp.cisco.com


6단계. no-reply@amp.cisco.com에서 새로운 Welcome to Cisco Security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mailto:no-reply@amp.cisco.com


7단계. 1단계의 시작 이메일에서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8단계. 성 웹 사이트에 대한 인증은 비즈니스에 구성된 이전 클라우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주 클라우드- https://castle.amp.cisco.com

유럽 클라우드 - https://castle.eu.amp.cisco.com

아시아 태평양 클라우드 - https://castle.apjc.amp.cisco.com

9단계.  2단계에서 라이센스를 적용합니다.

10단계. Cisco 보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https://castle.amp.cisco.com
https://castle.eu.amp.cisco.com
https://castle.apjc.amp.cisco.com


11단계. 로그인한 후 주문 청구를 클릭합니다.

12단계. 이제 주문이 성공적으로 신청되었으며 AMP4E 콘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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