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부팅 없이 FireSIGHT System 및 FirePOWER
Service에서 프로세스 재시작 
  

목차

소개
FireSIGHT Management Center 프로세스 재시작
웹 UI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다시 시작
CLI로 프로세스 재시작
관리되는 디바이스 프로세스 재시작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ASA FirePOWER 모듈 및 NGIPS 가상 디바이스
Series 2 Managed Device

소개

이 문서에서는 웹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CLI를 사용하여 Cisco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어플라이언스에서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FireSIGHT Management Center 프로세스 재시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reSIGHT Management Center 어플라이언스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 및 서
비스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어플라이언스를 재부팅할 필요 없이 이러한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웹 UI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다시 시작

웹 UI를 통해 FireSIGHT Management Center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
시오.

FireSIGHT Management Center의 웹 UI에 로그인합니다.1.

System(시스템) > Local(로컬) >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Process(프로세스)로 이동합
니다.

2.

Restart Defense Center Console에 대해 Run Command를 클릭합니다.이렇게 하면 서비스와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3.



CLI로 프로세스 재시작

CLI를 통해 FireSIGHT Management Center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FireSIGHT Management Center의 CLI에 로그인합니다.1.

권한 수준을 루트 사용자 모드로 높입니다.

admin@FireSIGHT:~$ sudo su -

2.

콘솔을 다시 시작하려면 CLI에 이 명령을 입력합니다.

root@FireSIGHT:~# /etc/rc.d/init.d/console restart

3.

관리되는 디바이스 프로세스 재시작

이 섹션에서는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ASA FirePOWER 모듈 및 NGIPS 가상 디바이스

FirePOWER 어플라이언스,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모듈 또는 NGIPS(Next
Generation Intrusion Prevention System) 가상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SH(Secure Shell)를 통해 관리되는 디바이스의 CLI에 로그인합니다.1.

ASA에서 FirePOWER(SFR) 서비스 모듈을 실행하는 경우 SFR 모듈에 액세스하려면 ASA에
서 이 명령을 입력해야 합니다.

ciscoasa# session sfr console

Opening console session with module sfr.

Connected to module sfr. Escape character sequence is 'CTRL-^X'.

FirePOWER login:

2.

사용자 자격 증명을 제공하고 셸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ystem restart

This command will restart the application. Continue?

Please enter 'YES' or 'NO': YES

3.



   

Series 2 Managed Device

Series 2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ourcefire 관리 디바이스의 CLI에 로그인합니다.1.

권한 수준을 루트 사용자 모드로 높입니다.

admin@FirePOWER:~$ sudo su -

2.

관리되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려면 CLI에 이 명령을 입력합니다.

root@FirePOWER:~# /etc/rc.d/init.d/sensor rest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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