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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FireAMP vPC(Private Cloud) 버전 3.0.x의 설치 및 초기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VMWare ESXi에 OVA(Open Virtual Appliance) 템플릿 설치●

하드웨어 요구 사항

다음은 FireAMP Private Cloud의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입니다.

vSphere ESX 5 이상●

CPU 8개●

64GB RAM●

VMWare 데이터 저장소의 1TB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드라이브 유형:SSD 필요●

RAID 유형:RAID 10 그룹 1개(스트라이핑 미러)●

최소 VMware 데이터 저장소 크기:1TB●

RAID 10 그룹에 대한 최소 데이터 저장소 임의 읽기(4K):60K IOPS●

RAID 10 그룹에 대한 최소 데이터 저장소 임의 쓰기(4K):30K IOPS●

주의:Private Cloud OVA는 드라이브 파티션을 생성하므로 VMWare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습
니다.



참고:버전별 하드웨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reAMP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FireAMP Private Cloud 3.0.1●

VMWare ESXi 5.0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초기 설정

이 섹션에서는 VMWare ESXi에 FireAMP Private Cloud를 설치하고 초기 설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ESX Server에 OVA 파일 구축

1단계. File(파일) > Deploy OVF Template(OVF 템플릿 구축)으로 이동하여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Deploy OVF Template(OVF 템플릿 구축) 마법사를 엽니다.

https://docs.amp.cisco.com/FireAMPPrivateCloudConsoleUserGuide-latest.pdf


2단계. Browse...를 클릭하여 OVA 파일을 선택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OVF Template Details 페이지에서 기본 OVA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단계. FireAMP Private Cloud의 이름을 입력한 후 가상 디스크를 프로비저닝합니다.Thick
Provisioning은 디스크를 생성할 때 공간을 예약합니다.이 옵션을 선택하면 씬 프로비저닝보다 성능
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이제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합니다.마법사에서 두 어댑터에 대한 선
택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동작입니다.OVA를 가져온 후 가상 네트워크를 수동
으로 구성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가상 어플라이언스 설정을 확인하고 OVA를 가져온 후 어플라이언스
를 계속 구성합니다.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주의:구축 후 전원 켜기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6단계. OVA가 구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네트워크에 따라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배
포가 완료되면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2. ESXi에 대한 추가 구성

구축이 완료되면 ESXi의 FireAMP VM(Private Cloud Virtual Machine)에서 메모리 및 네트워크 어
댑터 1을 구성해야 합니다.

1단계. VM에 대한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2단계.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메모리를 최소 16GB로 늘립니다.

3단계. 어댑터의 가상 네트워크를 변경합니다.네트워크 어댑터 1은 어플라이언스의 구성, 설정 및
설치를 위해 연결하는 관리 인터페이스로 작동합니다.네트워크 어댑터 2는 프로덕션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며 업데이트를 위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또한 엔드포인트는 이 인터페이스에 연결됩니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ESXi에서 가상 시스템을 다
시 구성합니다.



3. VMWare 콘솔에서 vPC 관리 인터페이스의 초기 설정

1단계. VMWare ESXi에서 설정을 구성하면 FireAMP Private Cloud VM의 전원을 켜십시오.이미지
에 표시된 대로 초기 시작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2단계. 시작이 완료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콘솔에 Main Menu 창이 나타납니다. 

참고:인터페이스가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받지 못한 경우 URL에 [UNCONFIGURED]가
표시됩니다.이 인터페이스는 관리 인터페이스입니다.이는 프로덕션 인터페이스가 아닙니다.



Tab, Enter 및 화살표 키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CONFIG_NETWORK로 이동하고 키보드의 Enter 키를 클릭하여 FireAMP Private Cloud의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DHCP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No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클릭합니다.



4단계.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선택 사항). 이미지에 표시된 대
로 OK로 이동합니다.Enter 키를 클릭합니다.



5단계. 표시된 창에서 예를 선택하고 키 입력을 클릭합니다.



6단계. 1분 또는 2분 후에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기본 콘솔 메뉴가 다시 나타납니다.이번에는 URL
줄에 IP 주소가 표시됩니다.또한 비밀번호가 표시됩니다.웹 기반 설정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
호입니다.



4. 웹 GUI를 통한 vPC의 초기 구성

1단계. 웹 브라우저를 열고 어플라이언스의 관리 IP 주소로 이동합니다.FireAMP Private Cloud가
처음에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자체 HTTPS 인증서를 생성하므로 인증서 오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reAMP Private Cloud의 자체 서명 HTTPS 인증서를 신뢰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합니다.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콘솔에서 초기 비밀번호
를 사용합니다.Log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단계. 로그인한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Old Password 필드의 콘솔에서 초기 비밀번호
를 사용합니다.새 암호 필드에서 새 암호를 사용합니다.새 비밀번호 필드에 새 비밀번호를 다시 입
력합니다.Change Password(비밀번호 변경)를 클릭합니다.

4단계. 다음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여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합니다.I have read and
agree(읽기 및 동의)를 클릭합니다.



5단계. 계약에 동의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설치 화면이 표시됩니다.백업에서 복원하려는 경우
여기에서 복원할 수 있지만 이 설명서는 Clean Installation 옵션으로 진행됩니다.Clean
Installation(정상 설치) 섹션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6단계. 제품을 구매할 때 라이센스 및 패스프레이즈를 받습니다.+Upload License File(라이센스 파
일 업로드)을 클릭합니다.라이센스 파일을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Upload License(라이센스
업로드)를 클릭합니다.업로드에 실패한 경우 암호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업로드에 성공하면 유
효한 라이센스 정보가 포함된 화면이 표시됩니다.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라이센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Cisco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7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시작 페이지가 표시됩니다.이 페이지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
하기 전에 보유해야 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Next(다음)를 클
릭하여 사전 설치 구성을 시작합니다.





8단계. FireAMP Console 어카운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관리 사용자는 콘솔에 정책, 컴퓨터 그룹
을 만들고 추가 사용자를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콘솔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
력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단계. 하드웨어 요구 사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설치 프로세스 중에 설치 프로그램은 CPU 코어 및
메모리 번호를 확인합니다.하드웨어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VM을 종료
하려면 Shutdown(종료) 버튼을 클릭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VM을 재구성하거나 I
understand the risks(위험 이해)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하드웨어 요구 사항이 충족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디바이스에서 성능 문제와 불안정
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단계.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이 페이지에서 프로덕션 인터페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하며, 이 인터페이스는 업데이트를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고 엔드포인트에 연
결됩니다.

IP Assignment(IP 할당) 드롭다운 메뉴에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DHCP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 IP Assignment(IP 할당) 드롭다운을 Static(고정)으로 변경하고 원하는 IP 정보를 입력합니다.이
미지에 표시된 대로 해당 필드의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및 DNS 서버.Next(다음
)(Apply Configuration)을 클릭합니다.

주의:인터페이스에 대한 MAC 주소 예약을 생성하지 않는 한 DHCP를 사용하도록 디바이스
를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인터페이스의 IP 주소가 변경되면 구축된 FireAMP Connector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단계. 날짜 및 시간 페이지가 표시됩니다.날짜 및 시간 동기화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NTP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내부 또는 외부 NTP 서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쉼표 또는 공백으로 구분된 목록
을 통해 둘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간을 브라우저와 동기화하거나 디바이스 콘솔에서 amp-
ctl ntpdate를 실행하여 NTP 서버와 즉시 시간 동기화를 수행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ertificate Authorities(인증 기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Add
Certificate Authority(인증 기관 추가)를 클릭하여 루트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13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Add Certificate Authority(인증 기관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Add Certificate Root(인증서 루트 추가)를 클릭하고 루트 인증서를 선택합니다.올바른 인증서를
선택했으면 Upload(업로드)를 클릭합니다.



14단계. Certificate Authorities(인증 기관) 페이지에서 인증 기관을 업로드한 후 Next(다음)를 클릭
합니다.

1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isco 클라우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적절한 Cisco 클라우드 지역을



선택합니다.파일 조회 및 디바이스 업데이트를 위해 Cisco Cloud와 통신하기 위해 FireAMP Private
Cloud 디바이스에 대한 방화벽 예외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View Hostnames(호스트 이름 보기)를
확장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6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알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Critical 및 Regular Notifications의 빈도를
선택합니다.FireAMP 디바이스에 대한 알림 알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이메일 별칭을
사용하거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통해 여러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발
신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알림은 FireAMP Console 서브스크립션
과 동일하지 않습니다.여러 FireAMP Private Cloud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고유한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7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SSH 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Add SSH Key(SSH 키 추가)를 클릭하
여 디바이스에 추가할 공개 키를 입력합니다.SSH 키를 사용하면 루트 권한이 있는 원격 셸을 통해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프라이
빗 클라우드 디바이스에는 OpenSSH 형식의 RSA 키가 필요합니다.나중에 관리 포털에서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SH를 통해 SSH 키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Next(다음)를 클릭합
니다.



18단계. 서비스 섹션이 표시됩니다.다음 페이지에서 호스트 이름을 할당하고 이러한 디바이스 서비
스에 적합한 인증서 및 키 쌍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증 ●

인증 서비스는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향후 버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됩니다.●

FireAMP 콘솔●

처리 서버●

처리 서버 - 확장 프로토콜●

처리 업데이트 서비스●

Firepower Management Center●

주의:디바이스가 설치를 마친 후에는 호스트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호스트 이름을 기록합니다.FireAMP Private Cloud에 대한 6개의 고유한 DNS A 레코드를 생
성해야 합니다.각 레코드는 동일한 IP 주소를 가리키며 FireAMP Private Cloud 및 FireAMP 엔드포
인트에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의 페이지에서 호스트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한 다음 Replace Certificate(인증서
교체)를 클릭합니다.Choose +Certificate(인증서 선택) 및 Choose Key(키 선택)를 클릭하여 각 호스
트에 대해 일치하는 인증서 및 키 쌍을 업로드합니다.계속하려면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참고:각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인증서를 만들거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와일드카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증서 생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문서를 검토하십시오.AMP VPC 3.x 이후 설치
에 필요한 인증서를 생성하고 추가하는 방법

인증:

인증 서비스는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향후 버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됩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ecurity/amp-virtual-private-cloud-appliance/214326-how-to-generate-and-add-certificates-tha.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ecurity/amp-virtual-private-cloud-appliance/214326-how-to-generate-and-add-certificates-tha.html


FireAMP 콘솔:

FireAMP Console은 FireAMP 관리자가 FireAMP Console 및 FireAMP Connector에서 새로운 정책



및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는 DNS 이름입니다.



처리 서버:

Disposition Server는 FireAMP Connector가 클라우드 조회 정보를 보내고 검색하는 DNS 이름입니
다.



처리 서버 - 확장 프로토콜:



Disposition Server - Extended Protocol은 최신 FireAMP Connector가 클라우드 조회 정보를 전송
하고 검색하는 DNS 이름입니다.

처리 업데이트 서비스:



Disposition Update Service는 Cisco Threat Grid 어플라이언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디바이스에 연
결할 때 사용됩니다.Threat Grid 어플라이언스는 FireAMP Console에서 분석을 위해 파일을 전송하
는 데 사용되며, Threat Grid에서는 분석 후 파일의 처리(정상 또는 악성)를 업데이트하는 데
Disposition Update Service를 사용합니다.



Firepower Management Center:

Firepower Management Center 링크를 사용하면 Cisco FMC(Firepower Management Center) 디바
이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FMC 대시보드에 FireAMP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FMC와 FireAMP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MC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19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복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컨피그레이션의 백
업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복구 파일에는 모든 컨피그레이션과 서버 키가 포함됩니다.복
구 파일이 손실되면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할 수 없으며 모든 FireAMP 커넥터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



다.원래 키가 없으면 새 키로 전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합니다.복구 파일에는
opadmin 포털과 관련된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백업 파일에는 복구 파일의 내용
및 이벤트, 커넥터 기록 등의 대시보드 포털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이벤트 데이터 없이 opadmin
설정만 복원하려면 복구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백업 파일에서 복원하는 경우 opadmin 설정 및
대시보드 포털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백업을 로컬 컴퓨터에 저장합니다.파일이 다운로드되면 Choose
File(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백업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파일을
확인하고 계속하려면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20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검토 및 설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FireAMP
설정을 검토하십시오.이전 단계로 돌아가 왼쪽의 탐색 모음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설
정을 수정할 경우 새 설정으로 새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구성 설정에 만족하
면 Start Installation(설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설치 시 수행된 명령의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이 프로세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ESXi 호스트의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이 페이지에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고치지 마십시오.

설치 문제로 인해 고객 지원에 문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출력 로그 또는 오류 로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려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Download Output을 클릭합니다.



21단계. 설치가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FireAMP 디바이스를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Reboot(재부팅)를 클릭합니다.디바이스가 재부팅되면 FireAMP Administration Portal 랜딩 페이지
가 표시됩니다.



5. 브라우저를 통해 vPC 콘솔에 액세스합니다.

어플라이언스가 재부팅되면 콘솔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생성한 최초 어카운트를
활성화하는 이메일을 수신했지만, 최초 어카운트이므로 이미 활성 상태입니다.

1단계. 웹 브라우저를 열고 FireAMP Console FQDN으로 이동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섹션
4의 8단계에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Log 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아래로 스크롤하여 I
agree to the terms of the Subscription Agreement(서브스크립션 계약의 조건에 동의합니다)를 선
택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3단계. 환경에 대한 초기 FireAMP 정책 마법사가 제공됩니다.이를 통해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 제
품(있는 경우)과 프록시 설정, 구축하려는 정책 유형을 안내합니다.커넥터의 운영 체제에 따라 적절
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기존 보안 제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사용하는 보안 제품을 선택합니



다.엔드포인트에서 성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제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Next(다음
)를 클릭합니다.

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프록시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프록시가 있는 경우 프록시 설정
을 구성합니다.프록시를 통해 DNS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vPC는 프록시를 통해 NTLM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6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커넥터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필요한 정책 아래에서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커넥터 설치 파일을 워크스테이션에 저장합니다.기본적으로 부트
스트랩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부트스트랩 파일은 시스템 아키텍처를 결정하고 설치에 필요한 파
일을 다운로드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Verify(확인), Contains(억제) 및 Protect(보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Demo Data(데모 데이터)를 활성화하려면(선택 사항) Enable Demo Data(데모 데이터 활성화)를
클릭합니다.데모 데이터는 이벤트, 탐지 및 컴퓨터로 대시보드에 입력되므로 FireAMP Private
Cloud 인터페이스를 탐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이 옵션은 나중에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완료를 클릭합니다.

8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설정 완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마침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
다.



9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vPC 콘솔의 Dashboard(대시보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이제
FireAMP Private Cloud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웹 브라우저를 통해 vPC의 프로덕션 IP
주소를 방문하여 vPC 콘솔에 액세스하여 정책, 커넥터 및 탐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vPC의 관리 IP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일정 및 백업과 같은 시스템 설정을 구성
하고 FireAMP Private Cloud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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