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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SH(Secure Shell)를 통해 Cisco CEM(Energywise Management)에 MacBook 호스
트 자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pple MacBook 디바이스와 같은 일부 자산은 SSH를 통해 정보를 검색합니다.애플리케이션은
SSH를 통해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해 자산에 구성된 자격 증명 및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사용합니다.글로벌 옵션은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EM 서버 및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MacBook 하드웨어●

CEM 서버●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MacBook에서 SSH 구성 



MacBook 호스트에서 SSH를 활성화합니다.Apple > System Preferences > Sharing으로 이동합니
다.

 원격 로그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원격 로그인 서비스가 Off에서 On으로 변경됩니다.

특정 사용자에 대한 원격 로그인 허용:



CEM에 SSH 자산 커넥터 추가

CEM에서 Assets(자산) > Import(가져오기) > Add Asset Connector(자산 커넥터 추가) > SSH
Network Discovery(SSH 네트워크 검색)로 이동합니다.



연결 및 자격 증명 정보를 입력합니다.자격 증명 정보는 MacBook 호스트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
호입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산 > 개요로 이동합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Server harddisk unit C > Program Files > Cisco Energy Management Controller > logs로 이동합니
다.

이 폴더에서 컨트롤러 파일을 엽니다.

일반적인 문제 로그

잘못된 암호:비밀번호를 잘못 구성하면 이 로그가 컨트롤러 파일에 저장됩니다.



INFO ASSET_CONNECTOR SSH 디바이스 검색 요약 - 스캔된 IP:핑할 수 있는 IP 1개:연결 가능
한 포트 1개:1개의 이미 가져온 IP:0 IP, 포트 및 자격 증명 조합(오류 포함):1

해결 방법

CEM 인터페이스 Assets(자산) > Import(가져오기)에서 SSH 자격 증명을 재구성합니다.

옵션 > 편집 >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Cisco Energywise Management용 SSH를 통해 MacBook 자산 추가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MacBook에서 SSH 구성 
	CEM에 SSH 자산 커넥터 추가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일반적인 문제 로그
	해결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