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350 및 SG550의 임베디드 프로브에서 디바이
스 제거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임베디드 Probe on SG350 and SG550 Series Switch에서 디바이스를 제거
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소개

FindIT Network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네트워크 관리
자가 Cisco 스위치, 라우터,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지원되는 모든 Cisco 디바이스를 구성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또한 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더 이상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거나 지원 계약이 적용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관리자에게 알립니다.FindIT
Network Manager는 두 개의 개별 구성 요소 또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분산 애플리케이션입
니다.

•       단일 인스턴스 FindIT Network Manager가 네트워크의 편리한 위치에 설치됩니다.각 프로
브는 관리자와 연결됩니다.

•       FindIT Network Probe - FindIT Network Probe의 인스턴스가 네트워크의 각 사이트에 설치
됩니다.프로브는 네트워크 검색을 수행하고 각 Cisco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합니다.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이트의 상태를 개괄적으로 볼 수 있으며 해
당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특정 사이트에 설치된 Probe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브는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자 기능을 허용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발생하면 디바이스를 제거해야 하거나 FindIT 토폴로지에
서 디바이스를 더 이상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 장치를 다른 네트워크로 옮기거나 오래
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새 장비를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디바이스를 제거
하는 간단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오프라인 디바이스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디바이스
가 다시 추가되면 다시 검색됩니다.

FindIT Network Manager and Prob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Cisco FindIT 네트워크 관리.

임베디드 프로브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 SG350 및 SG550 Series 스위치에서 Embedded FindIT Probe 활성화.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SG350

•       SG550

소프트웨어 버전

/content/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findit-network-management/index.html?dtid=osscdc000283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350-series-managed-switches/Enabling_the_Embedded_FindIT_Probe_on_the_SG350_and_SG550_Series_Switches.html


•       2.4.5.53

임베디드 프로브에서 디바이스 제거

1단계. 스위치의 웹 구성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참고: SG550X-24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2단계.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FindIT(찾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FindIT Network Probe에 액세스합니다.

3단계. (선택 사항) FindIT Network Probe에 액세스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위치 IP 주소 앞에
https://을 사용하여 스위치 IP 주소를 입력하고 스위치 IP 주소 뒤에 4443을 입력하는 것입니
다.이 데모에서는 https://192.168.1.113:4443에 입력했습니다.그런 다음 키보드에서 Enter를
누릅니다.FindIT Network Probe 페이지로 리디렉션해야 합니다.

참고: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스위치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
동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인증서 오류가 발생하면 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단계. 제거할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FindIT Probe 토폴로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SG550X-24를 선택합니다.

참고: 디바이스가 포함된 FindIT Probe에 오프라인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FindIT에서 디바이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오른쪽 메뉴에서 Actions 탭을 클릭한 다음 Delete를 누릅니다.

결론

이제 SG350 또는 SG550 Series 스위치의 임베디드 프로브에서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제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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