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dIT 네트워크 프로브를 FindIT Network
Manager에 연결 

목표
 

Cisco FindIT Network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편리하게 Cisco
100~500 Series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을 제공합니다.자동으
로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Cisco 스위치, 라우터,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
은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또한 펌웨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워런티 및 지원 계약 커버리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indIT Network Management는 두 가지 개별 구성 요소로 구성된 분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FindIT Network Probe라고 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브 및 FindIT Network Manager라는 단일
관리자
 
네트워크의 각 사이트에 설치된 FindIT Network Probe는 네트워크 검색을 수행하고 각 Cisco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합니다.단일 사이트 네트워크에서 FindIT Network Probe의 독립형 인스
턴스를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네트워크에 여러 사이트가 있는 경우 편리한
위치에 FindIT Network Manager를 설치한 다음 각 프로브를 관리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이트의 상태를 개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특정 사이트에 설치된 프로브에 연결할 수도 있습
니다.
 
이 문서에서는 FindIT Network Probe를 FindIT Network Manager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컴퓨터에 Cisco FindIT Network Management를 이미 구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또한 이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Cisco FindIT Manager 로그인 자격 증명이 이미 있다고 가정합니다.
  

FindIT 네트워크 프로브를 FindIT Network Manager에 연결
 

1단계. FindIT Network Probe Administration(IT 네트워크 프로브 관리) GUI(그래픽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Manager Connection(관리자 연결)으로 이동
합니다. 
 



 
참고:이 시점부터 Manager Status(관리자 상태) 아이콘은 연결이 끊겼음을 표시합니다. 



 

 
2단계. FindIT Network Manager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Domain 필드에 입력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IP 주소 192.168.1.101이 사용됩니다. 
 

 
참고:FindIT Network Probe를 FindIT Network Manager에 처음 연결할 때 인증서를 갱신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FindIT Network Probe를 FindIT Network Manager에 다시 연결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연결을 클릭합니다. 
 



 
4단계. FindIT Network Manager용 관리 GUI가 나타나면 해당 필드에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5단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이전 FindIT Network Probe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6단계. 헤더 툴바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관리자 상태 아이콘이 녹색 연결 링크를 표시하고 있
는지 확인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FindIT Network Manager에서 FindIT Network Probe의 연결을 끊거나 연
결을 해제하려면 Administration(관리) > Manager Connection(관리자 연결)으로 이동한 다음 
Disconnect(연결 끊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FindIT 네트워크 프로브를 FindIT Network Manager에 연결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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