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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문서는 Cisco FindIT Kaseya Plugin에서 다른 페이지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버전
 

Cisco FindIT Network Manager - 1.1
Cisco FindIT Network Probe - 1.1
  

소개
  

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은 Kaseya VSA(Virtual System Administrator)에 설치되
는 모듈입니다.  Cisco FindIT Network Manager를 Kaseya VSA와 긴밀하게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작업 관리, 대
시보드, 디바이스 검색, 네트워크 토폴로지, 원격 디바이스 관리, 실행 가능한 알림 및 이
벤트 기록 등 FindIT의 강력한 관리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은 Kaseya 온프레미스 VSA 버전 9.3 및 9.4에 대한 모든
서드파티 통합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 사용
 
플러그인 액세스
  

1단계.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 표시줄에 Kaseya VSA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한 다
음 Enter를 누릅니다.
 

2단계. 제공된 Username 및 Password 필드에 Kaseya 계정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한
다음 SIGN IN을 클릭합니다.
 

이 예에서 사용된 IP 주소는 10.10.0.1입니다.



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 사용
  

Kaseya 웹 기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면 탐색 패널에 Kaseya의 다른 구성 페이지로 연
결되는 타일이 표시됩니다.
 

이 예에서는 kaseya가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Cisco 타일을 클릭하면 플러그인의 구성 페이지로 연결되는 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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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설정
  

프로세스 흐름 
 
여기에는 다음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1. Cisco FindIT - 이 탭에는 각 항목이 기능의 기본 페이지로 연결되는 플러그인을 구성
하는 단계에 대한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단계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필수 단계 - 플러그인 설정 및 조직 매핑은 필요한 연결 단계이며 플러그인의 초기 컨피그레이
션 또는 재설치의 경우 수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클릭하면 각각 Plugin Settings(플러그인 설
정)  페이지  및  Organization  Mapping(조직  매핑)  페이지로  이동합니다.ORGANIZATION
MAPPING으로 이동하기 전에 FindIT 자격 증명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먼저 플러그 인 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 항목 - SELECT DEVICES AND ACTIONS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결
단계입니다. 누르면 [제어/대시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선택적 단계 - SET ALERT LEVELS 및 RUN EXECUTIVE REPORT FOR CUSTOMERS는 권
장 단계이지만 플러그인 구성에 필요하지 않은 연결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누르면 [경보] 페이
지 및 [실행 보고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시스템 정보 - 이 탭에는 FindIT 플러그인 버전이 표시됩니다.
 

제어/대시보드
 
이 페이지는 FindIT 1.1 프로브의 DISCOVERY - INVENTORY 뷰와 유사합니다.FindIT
Network Probe의 하나 또는 여러 사이트를 선택하고 Status(상태), Hostname(호스트 이
름),  Device  Type(디바이스  유형),  IP  Address(IP  주소),  Model(모델),  MAC
Address(MAC 주소), Serial  Number(시리얼 번호), Current  Firmware(현재 펌웨어),
Available(펌웨어 사용 가능), Network(네트워크), Actions(작업) 등의 정보와 함께 네트
워크의 모든 또는 필터링된 디바이스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작업은 예약할
수 있으며 펌웨어 업데이트, 컨피그레이션 저장 및 백업, 디바이스 삭제 및 재부팅이 포
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FindIT Kaseya Plugin의 Control Dashboard Page에서
Manage a Device(디바이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조직 매핑 
 
FindIT Network Manager 사이트를 기존 Kaseya Organization/Groups에 매핑하는 페이
지입니다.매핑된 FindIT 사이트가 없는 경우 Control/Dashboard(제어/대시보드) 페이지
에서 디바이스 목록을 채울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FindIT Kaseya Plugin의
Organization Mapping(조직 매핑)에 대한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이름을 클릭하면 디바이스의 로그인 페이지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브라우저에서 팝
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64-manage-device-findit-kaseya-plugi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64-manage-device-findit-kaseya-plugi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64-manage-device-findit-kaseya-plugi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65-organization-mapping-on-the-cisco-findit-kaseya-plugi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65-organization-mapping-on-the-cisco-findit-kaseya-plugi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65-organization-mapping-on-the-cisco-findit-kaseya-plugin.html


임원 보고서 
 
이 페이지에서는 조직 또는 그룹별로 관련 Cisco 디바이스의 모든 작업 및 알림을 표시
하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새 탭에서 열리고 FindIT 1.1 Manager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현재 라이프사이클 상태에 대한 특정 보고서가 표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FindIT Kaseya Plugin에서 Run Executive Reports에 대한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이 페이지에서는 FindIT 이벤트를 트리거로 사용하여 경보 생성, 티켓 생성, 스크립트 실
행 또는 이메일 전송(ATSE)과 같은 표준 Kaseya 알림을 생성하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 Rule(규칙 생성)에 대한 다음 기사를 참조하여 Cisco
FindIT Kaseya Plugin에 알림 수준을 설정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78-run-executive-reports-cisco-findit-kaseya-plugi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78-run-executive-reports-cisco-findit-kaseya-plugi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77-create-rule-to-set-alert-levels-on-cisco-findit-kaseya-plugin-html.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77-create-rule-to-set-alert-levels-on-cisco-findit-kaseya-plugin-html.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loud-and-systems-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smb5877-create-rule-to-set-alert-levels-on-cisco-findit-kaseya-plugin-html.html


플러그인 설정 
 
이 페이지에서는 Kaseya와 FindIT Network Manager 간의 연결을 설정하도록 플러그인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FindIT  Network  Manager의  Username(사용자  이름),
Password(비밀번호),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고 Test(테스트) 버튼을 클릭하
여 이러한 자격 증명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제 Cisco FindIT Kaseya Plugin에서 페이지의 다양한 용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항목이 플러그 인 외부의 함수와 연결되므로 Kaseya VSA 자체에서 Raise action 섹션이 범
위 경계 외부에 있습니다.


	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 사용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버전
	소개

	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 사용
	플러그인 액세스
	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