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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FindIT Kaseya 플러그인에서 임원 보고서
실행 

목표
 

실행 보고서는 FindIT Network Manager에 연결된 FindIT Network Probe의 디바이스에서 생
성되는 다양한 보고서입니다.이러한 보고서 실행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시작하는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적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상태의 요약을 표시하는 고급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보기
는 Kaseya 조직 또는 그룹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보고서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
는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상태 차트와 그래프가 포함됩니다.링크를 클릭하여 조건을 수정하거
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경고와 함께 디바이스를 식별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무상수리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경영진 보고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디바이스를 분류합니
다.
 
이 문서는 Cisco FindIT Kaseya Plugin에 대한 다양한 임원 보고서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 주
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Cisco FindIT Network Manager
Cisco FindIT 네트워크 프로브
  

소프트웨어 버전
 

1.1
  

경영진 보고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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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 예에서 사용된 IP 주소는 10.10.0.1입니다.
 
2단계. 제공된 Username 및 Password 필드에 Kaseya 계정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한 다음
SIGN IN을 클릭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kaseya가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3단계. Navigation Panel(탐색 패널)에서 Cisco> Main(기본) > Executive Report(실행 보고서
)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Device Count by Site(사이트별 디바이스 수) 이 영역에는 각 사이트의 사이트 및 디바이스 수
가 표시됩니다.
 
Top 10 Devices with Critical Events(중요 이벤트가 연결된 상위 10개 디바이스) 이 영역에는
네트워크에서 중요 이벤트가 탐지된 10개의 디바이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단종"으로 예약된 디바이스 이 영역에는 지원 중단으로 이미 예약된 네트워크의 Cisco 디바
이스 수가 표시됩니다.
 
"무상수리 이외(Out of Warranty)" 이 영역에는 더 이상 Cisco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네트워크의 디바이스 수가 표시됩니다.
 
"Critical(위험)" 경고가 있는 디바이스 이 영역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Critical(위험) 레벨의 알
림이 있는 디바이스 수가 표시됩니다.
 
Firmware Updates Available(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 이 영역에는 사용 가능한 새 펌웨
어 업데이트가 있는 네트워크의 디바이스 수가 표시됩니다.
 
FindIT Reports(IT 보고서 찾기) 이 영역에는 다음 보고서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됩
니다.
 
요약 사이트의 사이트, 장치, 유형, 모델, 펌웨어 업데이트, 사용 중인 현재 펌웨어, EoL 상태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표시하는 FindIT Network Manager의 요약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단종 사이트, 제품 ID, 장치, 유형, 현재 펌웨어, 날짜 등을 표시하는 FindIT Network
Manager의 단종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유지 관리 사이트, 장치, 유형, 모델, 일련 번호, 장치의 상태, 커버리지 및 워런티 종료 날짜를
표시하는 FindIT Network Manager의 최종 유지 관리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4단계. (선택 사항) Devices Scheduled for"End Of Life", Firmware Updates Available 및/또는
Devices with "Critical" Alerts에서 Remediate를 클릭하거나 Devices"Out of Warranty" 아래에
서 Details를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5단계. FindIT Reports(IT 보고서 찾기) 아래에서 Summary(요약) 링크를 클릭하여 요약 보고
서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FindIT Network Manager Summary Report(IT 네트워크 관리자 요약 보고서 찾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단계. End of Life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FindIT Network Manager End of Life Report(IT 네트워크 관리자 단종 보고서 찾기) 페
이지로 이동합니다.
 

 
7단계. Maintenance 링크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FindIT Network Manager Maintenance Report(IT 네트워크 관리자 유지 보수 보고서
찾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Cisco FindIT Kaseya Plugin에서 임원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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