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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FindIT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목표
 

Cisco FindIT Network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편리
하게 Cisco 100~500 Series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을 제공합
니다.제대로 구축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Cisco 스위치, 라우
터,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또한 펌웨어 업
데이트와 장치 보증, 지원 계약 커버리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FindIT Network Manager 및 FindIT Network Probe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FindIT Network Manager 및 FindIT Network Probe는 가상 머신 이미지로 배포됩니다.이러한
플랫폼을 실행하려면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T 네트워크 관리자 찾기
 
하이퍼바이저: 
- Microsoft Hyper-V Manager 버전 10.0 이상 
- Oracle VM VirtualBox 버전 5.0.2 이상 
- 다음 VMware 제품 중 하나 

ESXi 버전 5.5 이상
Fusion 버전 7 이상
워크스테이션 버전 12 이상
CPU(Central Processing Unit):1x 64비트 Intel 아키텍처

메모리:2GB
디스크 공간:20GB
브라우저 — FindIT Network Probe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됩니다.이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려면 브라우저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Apple Safari 버전 9 
- Google Chrome 버전 52 
- Microsoft Edge 버전 38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11 
- Mozilla Firefox 버전 48
네트워크 — FindIT Network Probe가 FindIT Network Manager에 대한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FindIT 네트워크 프로브
 
하이퍼바이저:
 

- Microsoft Hyper-V Manager 버전 10.0 이상 
- Oracle VM VirtualBox 버전 5.0.2 이상 
- 다음 VMware 제품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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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i 버전 5.5 이상
Fusion 버전 7 이상
워크스테이션 버전 12 이상
 

CPU(Central Processing Unit):1x 64비트 Intel 아키텍처
메모리:512MB
디스크 공간:2GB
브라우저 - FindIT Network Probe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됩니다.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브라우저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Apple Safari 버전 9 
참고: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FindIT Network Probe에서 제공하는 인증서가 Always
Trust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렇지 않으면 Discovery(검색) 및 Dashboard(대시보드
)와 같이 보안 웹 소켓 사용에 의존하는 특정 기능이 실패합니다.이 제한은 Safari 웹 브라우저
에만 적용됩니다. 
- Google Chrome 버전 52 
- Microsoft Edge 38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11 
- Mozilla Firefox 버전 48
네트워크 디바이스 - 네트워크의 각 사이트에 설치된 FindIT 네트워크 프로브의 인스턴스는 네
트워크 검색을 수행하고 각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합니다.모니터링 및 접근성을 위해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디바이스는 Cisco 100~500 Series 디바이스여야 하며 Bonjour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장치는 FindIT Network Probe를 실행 중인 컴퓨터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거나 TCP/IP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관리되는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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