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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정보

시스템 요구 사항,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알려진 문제 및 추가 정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하기 전이나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기 전에 릴리스 정보를 검토하십
시오. 릴리스 정보에는 설치 변경 사항, 업그레이드 문제 및 알려진 문제와 해결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 MP1의 새로운 기능
이 섹션에서는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합니다.

14.3 RU1 MP1

• AD 형식(예: username@domain.com 또는 domain\username)의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인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Active Directory(UserPrincipalName 및 Windows 2000 이전 로그온 이름 - sAMAccountName)에서 두 형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동기화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더 이상 중복 항목을 생성하지
않고 예상대로 두 사용자 이름을 모두 처리합니다.

• 설치 기능 및 설정에서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라는 새 옵션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는 새 버전으로 업그
레이드되지만 구성, 클라이언트 통신 또는 설치된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생성하고 내보낼 수 있습
니다.

• 멀웨어 방지 AMSI 검사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검사할 때 파일/폴더 예외를 고려합니다.
• Active Directory에서 macOS 상세 내역을 동기화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로그의 추가 정보:

– 로그 항목에는 전체 클라이언트 그룹 정보가 포함됩니다.
– Live Update 이벤트에는 리비전 정보가 포함됩니다.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다음과 같은 테이블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SEM_CLIENT 테이블에 새 열 "user_name_2"가 추가되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의 새로운 기능mote
이 섹션에서는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합니다.

보호 기능

•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통합 사이버 방어 관리자 클라우드 콘솔에서 설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Symantec Mac Agent와 Symantec Linux Agent를 포함합니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 설치

• 파일 동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macOS에서 새로운 위협 요소와 알려지지 않은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새로운
Mac Agent에는 이러한 행동 보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동 보호 기능, 즉 SONAR는 제로 데이 차단을 위해 인공
지능 및 고급 시스템 학습을 사용하여 새로운 위협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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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R 관리
• 아직 위협 요소로 식별되지 않은 PDF 파일 및 스크립트(예: PowerShell, JavaScript 및 VBScript)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PE(Portable Executable)가 아닌 파일을 차단합니다. 예외 정책에서 Windows 예외 > 파일 액세스를 누르십시오.
• 웹 페이지의 평판 점수를 기준으로 웹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침입 차단 정책에는 평판 점수가 특정 임계값 미만인 웹
페이지를 차단하는 URL 평판 필터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판 점수는 -10(나쁨)에서 +10(좋음)까지입니다. URL 평판
실행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응용 프로그램의 해시 값을 기준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외 정책에서 Windows 예외 > 응용 프로그램 > 핑거프린트로 응용 프로그램 추가를 누르십시오.

•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기능을 사용하여 악성 사이트에 대한 웹 기반 공격으로부터 엔드포인트와 사용자를 보호합
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엔터프라이즈 정책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과 SaaS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허용
하거나 차단하는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모든 포트) 또는 웹 기반 트래픽(포트 80 및
443)을 리디렉션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에는 터널 방법이라는 새로운 리디렉션 방법이 사용됩니다. 터
널 방법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자동으로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로 리디렉션하며, Symantec WSS에
서는 Symantec WSS 정책에 따라 트래픽이 허용 또는 차단됩니다. 터널 방법은 베타 기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
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WSS 정책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Broadcom에는 테스트 가이드와 사용자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베타 웹 사이트가 있습니다. Broadcom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웹 사
이트 Validate.broadcom.com(영문)에 로그온하십시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 통합 정책은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Symantec EDR에서 MITRE 강화 이벤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MITRE ATT&CK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용자 환
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이 엔드포인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Symantec EDR 이벤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AMSI 이벤트는 위협 행위자가 기존의 명령줄 조사 방법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ETW 이벤트는 중앙 관리 Windows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동일한 시스템에서 Windows Defend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를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Windows Defender 다음에 자동 보호 검사가 실행되어 Windows Defender가 놓친 위협 요소를 탐지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Defender와 동시 사용 옵션을 선택하면 Microsoft Defender가 실행 중지되더라도 자동 보호 기능이 실행
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려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기타 > 기타 탭을 누르십시오.

• 이제 하이브리드 관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격 체인 완화가 지원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Microsoft SQL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
이스는 정책 및 보안 이벤트를 기본 내장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내장 데이터베이스에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는 다음을 수행합니
다.
– 자동으로 LiveUpdate 컨텐츠를 설치합니다.
– SQL Serv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보안 통신을 위해 TLS 인증서를 사용하는 옵션을 제공
합니다.

• LiveUpdate는 클라우드 콘솔에서 실행되도록 최적화된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새로운 엔진을 사용
합니다. 새 엔진은 더 이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지정하는 FTP 방법이나 LAN 방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Downloading content from LiveUpdate to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 14.3 MP1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옵션을 14.3 RU1에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다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관
리 페이지 >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누르십시오.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removal in Endpoint Protection 1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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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 Protection 14.3 RU1의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
•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는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할 수 있어야합니다. 확인 프로세스에 실패할 경우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이 잠기
지 않도록 클라이언트 배포 프로세스가 중지됩니다.
원격 푸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 이제 시스템 상태 로그 및 리포트에서 클라이언트 버전 및 IPS 버전 필드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버전 필터
는 클라이언트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터미널 서버에서 실행되어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림 영역 아이콘 실행 중지 옵션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세션 프로세스(예: SmcGui.exe 및 ccSvcHost.exe)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 실행되
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이라고도 하는 알림 영역 아이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서버
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알림 영역 아이콘 실행 중지 옵션을 사용하면 HKLM\SOFTWARE\Wow6432Node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LaunchSMCGui의 레지스트리 키 설정을 덮어씁니다. 이 키를 수동으로
변경하는 대신 이 설정은 이제 정책을 통해 관리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터미널 서버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동일한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터미널 서버에서 실행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한 상태
로 유지하십시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 smc 서비스가 재시작 된 후에만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 > 정책 탭 > 일반 > 일
반 설정 탭에서 이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허용 및 차단 기능을 반영하도록 허용 목록 및 차단 목록 모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 > 정책 탭 > 시스
템 잠금 대화 상자의 응용 프로그램 파일 목록이 허용 목록 모드(Whitelist Mode)와 차단 목록 모드(Blacklist Mode)에서
허용 모드와 거부 모드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리 페이지 > 서버 탭 > 외부 로그 기록 구성 > 일반 탭에서 마스터 로그 서버 옵션이 기본 로그 서버로 변경되었습니
다.

• 시스템 로그 유형 > 관리 로그 및 감사 로그에 컴퓨터 이름이 나열됩니다.
• 클라이언트 방화벽 로그가 수집되므로 클라우드 콘솔에서 받는 통지가 줄었습니다.
• Oracle Java SE가 OpenJDK로 대체되었습니다.
• 타사 구성 요소 JQuery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플랫폼 업데이트

• Windows 클라이언트는 Windows 10 20H2(Windows 10 버전 2009)를 지원합니다.
• Mac 클라이언트는 Intel Core i5 프로세서 이상의 macOS 11(Big Sur)을 지원합니다.
• 기존 Mac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AdditionalPackages 폴더로 옮겼습니다.

제거된 기능

• 통지 및 리포트에서 위험 요소 심각도 및 심각도별 위험 요소 분포 옵션이 제거되었습니다.
• CASMA 탭과 분석 명령은 14.3에서 예고된 대로 제거되었습니다.
• Mac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macOS 10.13 또는 10.14.x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레지스트리에서 더 이상 제외를 볼 수 없습니다. 14.3 RU1 이하 버전의 경우 제외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Verify

if an Endpoint Client has Automatically Excluded an Application or Directory(영문)

문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움말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및 관리
설명서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29

https://techdocs.broadcom.com/content/broadcom/techdocs/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Managing-a-custom-installation/preparing-for-client-installation-v16742985-d21e7/third-party-security-software-removal-in-endpoint-protection_143ru1.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getting-up-and-running-on-for-the-first-time-v45150512-d43e1033/installing-clients-with-remote-push-v16194683-d21e1695.html
https://knowledge.broadcom.com/external/article/151606
https://knowledge.broadcom.com/external/article/151606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html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테이블 열 변경 사항

알림 ENRICHED_DATA 열이 추가되었습니다.
AGENT_BEHAVIOR_LOG1
AGENT_BEHAVIOR_LOG2
AGENT_PACKET_LOG_1
AGENT_PACKET_LOG_2
AGENT_SECURITY_LOG_1
AGENT_SECURITY_LOG_2
AGENT_SYSTEM_LOG_1
AGENT_SYSTEM_LOG_2
AGENT_TRAFFIC_LOG_1
AGENT_TRAFFIC_LOG_2
BASIC_METADATA
COMMAND
COMPUTER_APPLICATION
ENFORCER_CLIENT_LOG_1
ENFORCER_CLIENT_LOG_2
ENFORCER_SYSTEM_LOG_1
ENFORCER_SYSTEM_LOG_2
ENFORCER_TRAFFIC_LOG_1
ENFORCER_TRAFFIC_LOG_2
IDENTITY_MAP
LAN_DEVICE_DETECTED
LAN_DEVICE_EXCLUDED
LEGACY_AGENT
LOCAL_METADATA
LOG_CONFIG
REPORTS
SEM_APPLICATION
SEM_CLIENT
SEM_COMPUTER
SEM_JOB
SEM_SVA_CLIENT
SEM_SVA_COMPUTER
SERVER_ADMIN_LOG_1
SERVER_ADMIN_LOG_2
SERVER_CLIENT_LOG_1
SERVER_CLIENT_LOG_2

각 테이블에서 다음 열이 제거되었습니다.
RESERVED_INT1
RESERVED_INT2
RESERVED_BIGINT1
RESERVED_BIGINT2
RESERVED_CHAR1
RESERVED_CHAR2
RESERVED_VARCHAR1
RESERVED_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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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열 변경 사항

SERVER_ENFORCER_LOG_1
SERVER_ENFORCER_LOG_2
SERVER_POLICY_LOG_1
SERVER_POLICY_LOG_2
SERVER_SYSTEM_LOG_1
SERVER_SYSTEM_LOG_2
SYSTEM_STATE
V_AGENT_BEHAVIOR_LOG
V_AGENT_PACKET_LOG
V_AGENT_SECURITY_LOG
V_AGENT_SYSTEM_LOG
V_AGENT_TRAFFIC_LOG
V_DOMAINS
V_ENFORCER_CLIENT_LOG
V_ENFORCER_SYSTEM_LOG
V_ENFORCER_TRAFFIC_LOG
V_GROUPS
V_LAN_DEVICE_DETECTED
V_LAN_DEVICE_EXCLUDED
V_SEM_COMPUTER
V_SERVER_ADMIN_LOG
V_SERVER_CLIENT_LOG
V_SERVER_ENFORCER_LOG
V_SERVER_SYSTEM_LOG
V_SERVERS

(계속)

BINARY_FILE
SERVER_POLICY_LOG_1
SERVER_POLICY_LOG_2
V_SERVER_POLICY_LOG

• CONTENT 열의 유형이 'image'에서 'varbinary'로 변
경되었습니다.

• FILESTREAM_ID 인덱싱 열이 추가되었습니다.
• FILESTREAM_ID 인덱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다음 열이 제거되었습니다.

– RESERVED_INT1
– RESERVED_INT2
– RESERVED_BIGINT1
– RESERVED_BIGINT2
– RESERVED_CHAR1
– RESERVED_CHAR2
– RESERVED_VARCHAR1
– RESERVED_BINARY

INVENTORYREPORT 다음 열이 추가되었습니다.
• PRODUCTVERSIONFROM
• PRODUCTVERSIONTO
• IDS_VERSIONFROM
• IDS_VERSI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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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열 변경 사항

SEM_AGENT • NTR_MESSAGE 열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음 열이 제거되었습니다.

– RESERVED_INT1
– RESERVED_INT2
– RESERVED_BIGINT1
– RESERVED_BIGINT2
– RESERVED_CHAR1
– RESERVED_CHAR2
– RESERVED_VARCHAR1
– RESERVED_BINARY

SEM_AGENT_VERSION 다음 열이 추가되었습니다.
• VERSION
• FORMATTED_VERSION
• REFRESH_USN
• AGENT_VERSION_FORMAT_REFRESH
• VERSION1
• ntec.com/sep/14/whats_new_all
• VERSION2
• VERSION3
• VERSION4

SEM_SVA 다음 열이 제거되었습니다.
• RESERVED_INT1
• RESERVED_INT2
• RESERVED_BIGINT1
• RESERVED_BIGINT2
• RESERVED_CHAR1
• RESERVED_CHAR2
• RESERVED_VARCHAR1

V_ALERTS ENRICHED_DATA 열이 추가되었습니다.

What's new in all releases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MP1(14.3.0.1)의 새로운 기능
이 섹션에서는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합니다.

14.3 MP1(새로 고침):

클라우드에 등록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우드 관리 Symantec Agent에 대한 Google Cloud
Platform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클라이언트를 완전
히 관리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FAQ: Migration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to Google Cloud
Platform(영문)을 참조하십시오.

14.3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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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API가 향상되어 일반 설정 정책의 설정을 다른 그룹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상속을 실행하지 않은 경
우 API 호출을 사용하여 여러 그룹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트비트를 설정하고 무작위화 값을
다운로드하고 임의 변경 방지를 실행하고 서버 제어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기록 기능이 PII 필터링을 거친 정책 변경 사항이 포함된 새 Syslog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정책
이 변경되고 해당 사항이 감사 로그에 기록되면 정책 페이로드가 포함된 두 번째 로그 줄이 추가됩니다.

• 외부 기록 기능이 검사 유형에 대한 정보를 Syslog 서버에 전달합니다. 이 정보에는 검사가 전체 검사였는지 능동 검
사였는지와 수동 검사였는지 예약 검사였는지가 포함됩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검사 이벤트에 대한 외부 기록에
SCAN_TYPE 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기 예약 검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
다.

• 클라이언트가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 로그에 관리자의 사
용자 이름과 원본 그룹 및 대상 그룹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Linux용 Windows 하위 시스템(WSL)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줄 검사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SDS 1.12 이상에
종속된 기능입니다.
Linux용 Windows 하위 시스템이란?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다음과 같은 테이블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SEM_AGENT: TDAD_GLOBAL_DATA_PROCESSING_DONE_TIME(에이전트가 TDAD 정책 처리를 완료한 시점의
시간 스탬프)

– SERVER_POLICY_LOG_1 및 2: EVENT_CONTENT(감사 로그 옵션이 실행된 후 정책 컨텐츠 추가, 편집 또는 삭제
시 해당 컨텐츠 저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의 새로운 기능
이 섹션에서는 14.3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합니다.

보호 기능

• 타사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동적 스크립트 기반 멀웨어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타사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 AMSI 인터페이스를 호출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
이언트로 라우팅되는 사용자 제공 스크립트의 검사를 요청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응답으로 스크립트 동작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판정을 보냅니다. 동작이 악의적이지 않으면 스크립트 실행이 진행됩니다. 스크립트의 동작이 악의적
이면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탐지 결과 대화 상자에 "액세스 거부됨"
상태가 표시됩니다. 타사 스크립트의 예로는 Windows PowerShell, JavaScript 및 VBScript가 있습니다. 자동 보호를 실
행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Windows 10 이상의 시스템에서 작동합니다.
How the Antimalware Scan Interface (AMSI) helps you defend against malware(영문)
Antimalware Scan Interface (AMSI)(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원격 콘솔은 이제 Java 8 대신 Java 11을 지원합니다. 원격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지원되
는 웹 브라우저를 연 다음 주소 상자에 http://SEPMServer:9090/symantec.html을 입력하고 새 원격 콘솔 패키
지를 다운로드하십시오. 표시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원격 콘솔
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로그온

• 사이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중 하나를 마스터 로그 서버로 구성하여 syslog 서버로 로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로그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두 번째 관리 서버가 해당 역할을 이어받아 syslog 서버로 로그
를 전달합니다. 마스터 로그 서버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이 서버가 로그 전달을 재개합니다.
외부 로그를 위한 장애 조치 서버 구성

• 통합 정책에는 WSS 트래픽 리디렉션을 위해 LPS 사용자 정의 PAC 파일 실행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의 LPS 서버에서 호스팅하는 기본 PAC 파일을 사용자 정의 PAC 파일로 대체할 수 있습

 33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sl/about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in32/amsi/how-amsi-helps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in32/amsi/antimalware-scan-interface-porta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Monitoring-Reporting-and-Enforcing-Compliance/viewing-logs-v7522439-d37e464/Configuring-a-failover-server-for-an-external-logging-server.html


 

니다. 사용자 정의 PAC 파일은 타사 응용 프로그램이 루프백 어댑터에서 수신 대기하는 로컬 프록시 서버와 연동되지
않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 Microsoft SQL Server 2019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됩니다.
• 이제 바이러스 차단 검사 프로세스는 기본 비보안 서비스와는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검사 프로세스는
메모리 사용을 보다 효율화하고, 지속적 보호를 보장하며, 기본 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종속성을 줄입니다.
Endpoint Protection 14.3 scan process separation(영문)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향후 릴리스를 위한 기능의 일부로 새 열이 포함되었습니다. (AGENT_SECURITY_LOG_1,
AGENT_SECURITY_LOG_2, SEM_AGENT 테이블)

• Rest API의 /sepm/api/v1/computer API 응답 JSON에 시스템 상태 리포트를 호출하고 다운로드하기 위한
quarantineStatus, quarantineCode, wssStatus, pskVersion 필드가 포함되었습니다.

• Apache Tomcat, Boost C++ Libraries, cURL, Jackson-core, jackson-databind, Jakarta Activation, Java, logback,
Microsoft JDBC Driver for SQL Server, OpenSC, OpenSSL, Spring Security, spring-framework, sqlite 등의 타사 구성
요소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먼저 Symantec Endpoint Security 콘솔
을 통해 등록 토큰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클라우드 페이지에서 시작을 눌러 등록 토큰을 받았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플랫폼 업데이트

• Windows 클라이언트는 Windows 10 20H1(Windows 10 버전 2004)을 지원합니다.
• Linux 클라이언트는 이제 Ubuntu 18.04, RHEL 8 및 CentOS 8를 지원합니다.
• AppRemover 도구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pRemover 도구는 Windows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타사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removal
in Endpoint Protection 14.3(영문)를 참조하십시오.

제거된 기능

• 위험 요소 확산,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 및 새 위험 요소 탐지 통지에 위험 요소 심각도 및 위험 요소 유형 필드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What's new in all releases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x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모든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에 대한 변경 사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추가된 운영 체제
지원, 추가된 브라우저 지원 및 새로운 기능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변경 사항은 통합 사이버 방어 관리자(ICDm) 클라우드 콘솔에서 관리하는 클라이언트에도 적용됩
니다. 클라우드 관리 클라이언트(Symantec Agent라고도 함)는 온-프레미스 관리 클라이언트와 동일합니다.

• 클라이언트 버전(14.2 RU1) 14.2.3332.1000 이상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2 RU1 이상을 사용하
여 관리하거나 클라우드에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버전(14.2 RU1(클라우드 관리 전용)) 14.2.2486.1000부터는 클라우드에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버전(14.0.1/14.1) 14.0.3752.1000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 RU1 이상을 사용하여 관
리하거나 클라우드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릴리스 번호, 릴리스 날
짜, 빌드 번호 포함)

Product guides for all versions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영문)

버전 14.3 R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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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통합 사이버 방어 관리자 클라우드 콘솔에서 설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Symantec Mac Agent와 Symantec Linux Agent를 포함합니다.

• 행동 보호 기능, 즉 SONAR를 사용하여 macOS에 대한 새로운 위협 요소 및 알려지지 않은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 파일 액세스 예외를 통해 아직 위협 요소로 식별되지 않은 PDF 파일 및 스크립트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PE(Portable

Executable)가 아닌 파일을 차단합니다.
• 웹 페이지의 평판 점수를 기준으로 웹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침입 차단 정책에는 평판 점수가 특정 임계값 미만인 웹
페이지를 차단하는 URL 평판 필터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Microsoft SQL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
이스는 정책 및 보안 이벤트를 기본 내장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의 새로운 기능

버전 14.3 MP1(새로 고침)

클라우드에 등록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우드 관리 Symantec Agent에 대한 Google Cloud
Platform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클라이언트를 완전
히 관리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FAQ: Migration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to Google Cloud
Platform(영문)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14.3 MP1

• REST API가 향상되어 일반 설정 정책의 설정을 다른 그룹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기록 기능이 PII 필터링을 거친 정책 변경 사항이 포함된 새 Syslog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정책
이 변경되고 해당 사항이 감사 로그에 기록되면 정책 페이로드가 포함된 두 번째 로그 줄이 추가됩니다.

• 외부 기록 기능이 검사 유형에 대한 정보를 Syslog 서버에 전달합니다. 이 정보에는 검사가 전체 검사였는지 능동 검
사였는지와 수동 검사였는지 예약 검사였는지가 포함됩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검사 이벤트에 대한 외부 기록에
SCAN_TYPE 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기 예약 검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
다.

• 클라이언트가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 로그에 관리자의 사
용자 이름과 원본 그룹 및 대상 그룹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Linux용 Windows 하위 시스템(WSL)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줄 검사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SDS 1.12 이상에
종속된 기능입니다.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SEM_AGENT와 SERVER_POLICY_LOG_1 및 2의 테이블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MP1의 새로운 기능

버전 14.3

• AMSI(Antimalware Scan Interface)와의 통합
• WSS PAC 파일 리디렉션으로 웹 응용 프로그램 지원이 개선되어 관리자가 WSS 로컬 프록시 서비스에서 호스팅되는
프록시 자동 구성 파일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원격 콘솔이 이제 Java 11을 지원합니다.
• 외부 기록 장애 조치.
• Windows 10 버전 2004 및 SQL Server 2019가 지원됩니다.
• Linux 에이전트가 이제 Ubuntu 18.04, RHEL 8 및 CentOS 8를 지원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의 새로운 기능

버전 14.2 RU2 MP1(새로 고침)

• 응용 프로그램 격리 및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관리 Symantec Agent를 위해 URL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pgrade cloud-managed Symantec Agents to version 14.2 RU2 MP1(영문)을 참조하십시
오.

버전 14.2 RU2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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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정책에 "WSS 보호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직접 트래픽 허용" 옵션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WSS 클라우드 프록시
(ProxySG)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이 실패할 경우 사용자가 웹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러
한 경우는 관리자가 WSS 트래픽 리디렉션을 설정하지만 WSS 로밍 사용자는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 REST API가 향상되어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위치 인식 정책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 Splunk에 대한 Syslog 로그는 검사가 전체 시스템 검사, 빠른 검사, 수동 검사 또는 예약 검사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이 로그에는 SONAR 보호 이벤트에 대한 외부 기록의 새로운 "위치" 열도 표시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통지를 위해 특수 문자가 있는 이메일 주소 및 배포 목록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
었습니다.

• Linux 클라이언트를 위해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RHEL) 8 및 8.1과 CentOS 8 with Kernel 4.18에 대한 운영
체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Jackson-databind 및 SQLite 타사 구성 요소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버전 14.2 RU2

• 다음 운영 체제 지원:
– Windows 10 19H2(버전 1909)
– macOS 10.15(Catalina)

• 여러 개의 타사 구성 요소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버전 14.2 RU1 MP1(새로 고침)

### ##: 2019# 9# 24#

새로 추가되거나 향상된 기능이 없습니다.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 RU1 MP1(영문)

버전 14.2 RU1 MP1

릴리스 날짜: 2019년 8월 4일

• 클라우드 관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선 사항:
– 취약점 재조정 플러그인 추가.
이 기능은 중요 Windows 업데이트가 누락되었는지 식별하고 관리자가 클라우드 콘솔에서 Windows Update를 통해
해당 업데이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 기능에 대한 지원은 향후 릴리스에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 Power Eraser 명령 지원.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 명령에 대한 지원은 향후 릴리스에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 AutoUpgrade 오류 보고 개선.
• 타사 구성 요소를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AppRemover 4.3.31.1
– PHP 7.1.29
– JDBC 7.2(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용)
– JRE 1.8u212
– OpenGC 0.19.0.0

• Mac OS X 10.10에 대한 지원 제거.
• 릴리스 정보 PDF에서 전체 시스템 요구 사항 목록 제거. 해당 목록은 이제 기술 자료의 온라인 페이지에만 게시됩니다.

System requirem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 RU1 MP1(영문)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 RU1 MP1(영문)

버전 14.2 RU1 MP1(클라우드 관리 전용)

###: Symantec Endpoint Security(영문)

버전 14.2 RU1(새로 고침)

 36

http://entced.symantec.com/sep/14.2.1.1/new_fixes
http://entced.symantec.com/entt?product=sep&version=14.2.1.1&language=english&module=doc&error=sysreqs
https://knowledge.broadcom.com/external/article?legacyId=INFO5618
https://techdocs.broadcom.com/content/broadcom/techdocs/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html


 

• macOS 10.14.5에서 kext 공증 지원
Endpoint Protection 14.2 RU1 and kext notarization for macOS 10.14.5(영문)를 참조하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용 Mac 클라이언트 내에서 Web Security Service(WSS) 트래픽 리디렉션 컨텐츠에 대한
LiveUpdate 지원

이 새로 고침 버전에는 새로운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이전 수정 사항은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 RU1(영문)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14.2 RU1

Symantec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 통합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환경에 도입할 경우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가 사용하는 단일 에
이전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제공됩니다. Product guides for Symantec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영문)를 참조하십시오.

• 서버의 침입 차단 성능 개선: 서버에 대해 새로운 시그니처 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서버에 최적화된 보호 프로필을 제공
합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침입 차단을 위한 새로운 운영 모드 옵션인 Out-of-band 검사를 도입합니
다. 이 모드는 네트워킹 트래픽의 처리 모델을 바꿉니다. 성능 특성은 작업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Out-of-band 검사
를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NTLM(NT LAN Manager) 프록시 인증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배포를 간소화합니다.
• 개선된 클라우드 온보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우드 탭에 포함된 링크는 이제 클라우드 콘솔
에 직접 연결됩니다.

• Windows 10 2019년 5월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Symantec Advanced Threat Protection(ATP)이 이제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EDR)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MySymantec을 통해 모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라이센싱 상세 내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Lotus Notes 및 인터넷 이메일 보호 기능이 제거됨. 여전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통해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기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 RU1(영문)

버전 14.2 RU1(클라우드 관리 전용)

###: Symantec Endpoint Security(영문)

Upgrading to Symantec Endpoint Security from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버전 14.2 MP1(새로 고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 기능 개선 -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응용 프로그램 격리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 MP1(영문)

버전 14.2 MP1(새로 고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 - 응용 프로그램 제어 호환성 지원
• Symantec Advanced Threat Protection: Endpoint에 대한 REST API 기능 향상
• 다음 운영 체제 지원:

– Windows Server 2019
– Windows 10 2018년 10월 업데이트(버전 1809)(대/소문자 구분 지원 포함)
– macOS 10.14(Mojave)
–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RHEL) 7U5(7.5)
– Linux inode64 및 XFS 지원
– Windows Server 2016 Hyper-V 지원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 MP1(영문)

버전 14.2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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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와의 호환성 지원
• 다음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 추가:

– Windows Server 2019
– Windows 10 2018년 10월 업데이트(버전 1809)(대/소문자 구분 지원 포함)
– macOS 10.14(Mojave)
–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RHEL) 7U5(7.5)

• Linux inode64 및 XFS 지원
• Windows Server 2016 Hyper-V 지원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용 Windows 서버 2008(RTM)에 대한 지원 제거
•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에 대한 REST API 기능 향상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 MP1(영문)

버전 14.2

클라우드 기반 기능

• 기본적으로 그룹 및 장치를 클라우드 포털이 아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함: 도메인을 등
록한 후에는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그룹 및 장치를 관리합니다. 버전 14.1에서는 클라
우드 포털이 기본값이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로 클라이언트 자동 업그레이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는 14.0 릴리
스와 14.2 릴리스 사이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14.0.x 클라이언트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강화로
자동 업그레이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14.2에서는 해당 기능이 이전에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서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
트 기능 유지가 선택된 경우에도 강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기능 세트(기본적으로 실행됨)에서 응
용 프로그램 강화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4.2는 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 모두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를 지원합니
다. 이전 버전 클라이언트는 64비트 Windows 데스크톱 운영 체제만 지원합니다. 서버 운영 체제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로밍 클라이언트 지원: 로밍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에 가끔 연결합니다. 14.2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될
수 없을 때 로밍 클라이언트가 위험 이벤트를 클라우드 포털에 자동으로 보냅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다시 연결
되면 해당 클라이언트가 모든 새로운 중요 이벤트를 관리 서버에 보냅니다.

• Symantec Content Analysis System과의 통합: Symantec Content Analysis System(CAS)는 알려진 파일을 식별하는
클라우드 기반 파일 평판 분류 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일의 악성 강도를 판단합니다. 이 서비스는 평판 점수인 숫자(1-10)
를 사용하여 파일이 신뢰되거나 악성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악성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Content Analysis System과 통합하여 분석을 위해 파일을 클라우드 포털에
서 CAS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AS가 평판 점수를 반환한 후에는 파일에 대해 차단 또는 화이트리스트에 추가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CAS와 통합하려면 관리 > 서버 > 사이트 속성 편집
> 컨텐츠 분석 시스템 탭을 누릅니다. 분석을 위해 파일을 제출하려면 클라우드 포털로 이동합니다.

•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된 관리 서버에 사용 가능한 여러 사이트의 복제: 이제 파트너 사이트와 복제하는 사이트를 클라우
드 포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사이트는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사이트에서 계속 데이
터를 복제합니다.

• 데이터 수집 및 제출 옵션이 자동으로 실행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된 후에
는 데이터 수집 및 제출에 대한 설정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러한 설정이 사전에 실행 중지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의 AML 기능을 활용하도록 이러한 설정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 기능

• IPv6 지원: 다음 항목에 대한 IPv6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통신.
– 콘솔과 관리 서버 간의 통신(예: 로컬 또는 원격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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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서버와 LiveUpdate 관리자를 실행하는 내부 LiveUpdate 서버 간의 통신.
– 여러 정책에 대한 IPv6 기반 기준(예: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위치 인식, 그룹 업데이트 공급업체 및 예외).

•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은 이벤트, 정책 및 명령이 포함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완벽
히 통합되는 방화벽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Windows와 동일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방화벽 정책
의 방화벽 규칙 및 일부 설정을 관리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은 관리되는 클라이
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ac용 WSS 트래픽 리디렉션: WTR(WSS 트래픽 리디렉션)은 프록시 자동 구성 파일 URL을 통해 웹 트래픽을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로 보냅니다. 이 트래픽 리디렉션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웹 트래픽을 보호합니다. 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에서는 WSS 트래픽 리디렉션 기능을 Ma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용 WSS 트래픽 리디렉션 기능 향상: 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에서는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s(WSS)에 대해 향상된 클라이언트 인증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WSS 트래픽 리디렉션의 보안을 보다 세
부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을 시작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추가 헤더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헤더 데이터를 사용하면 사용자별 트래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정
책 > 통합을 누르고 정책을 연 다음 WSS 트래픽 리디렉션을 누릅니다.

• 심하게 감염된 시스템에서 대량의 위협 요소를 검사로 신속하게 처리: 수동 검사 및 자동 보호 검사가 클라이언트 시스
템에서 대량의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경우 검사로 위협 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모드는 시스템에
최소 100개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탐지에 대한 기본 조치는 삭제입니다. 이 통합 모드로 스파이웨어
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구성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관리 서버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Symantec VIP 2단계 인증 및 스마트 카드 인증: 이제 두 가지 추가
유형의 인증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계정에·사용할·수·있습니다.
– Symantec VIP를 통한 2FA(2단계 인증): 2단계 인증이 실행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
할 때 고유한 일회용 확인 코드와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음성, 텍스트 또는 무료 Symantec VIP Access 응용 프로
그램을 통해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카드 인증: 관리자가 PIV(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카드 또는 CAC(공통 액세스 카드)를 사용하여 로그온
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는 미국 연방 기관 또는 미국 군
대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에 대해 사용됩니다. PIV/CAC 인증을 사용할 경우 카드를 판독기에 삽입하고 PIN 번호를 제
공합니다.

• 새로운 통신 모듈: 새로운 통신 모듈이 기존 프로토콜을 대체합니다. 두 가지 모듈 모두 계속 sylink.xml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리 연결을 설정합니다. 새로운 통신 모듈은 IPv6 및 IPv4
주소와 함께 동작하며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와 통신합니다.

• 암호 요구 사항이 더 강력함: 관리 서버를 설치하거나 관리 서버를 구성할 때는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암호
를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에는 8자 이상, 16자 미만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1개의 소문자 [a-z], 1개
의 대문자 [A-Z], 1개의 숫자 [0-9], 1개의 특수 문자 ["/ \ [ ] : ; | = , + * ? < >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FIPS 140-2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업데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ization) 140-2의 데이터 암호화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타사 구성 요소 및 확인된 모듈을
업데이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를 사용하면 FIPS 140-2-준수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LiveUpdate가 응용 프로그램 제어 엔진을 위한 컨텐츠를 다운로드함: Windows 10과 같은 운영 체제 관련 문제를 패치
하기 위해 LiveUpdate가 이제 14.2 Windows 클라이언트용 응용 프로그램 제어 엔진을 위한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컨텐츠에 액세스하려면 관리 > 사이트 속성 편집 > LiveUpdate 탭 >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을 누
릅니다. 이 옵션은 항상 실행해 두어야 합니다.

• 추가 공급업체 및 제품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에 추가됨

시스템 요구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 및 도움말에 Mozilla Firefox 5.x~60.x 및 Google Chrome 66.x 브라우저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거되었거나 지원되지 않거나 수정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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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옵션이 제거됨: Mac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사용하려면 Mac용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 On-Demand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은 2017년 11월에 수
명 종료되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미리 정의된 요구
사항을 추가하는 Mac 옵션은 14.2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었습니다.

• 실패한 네트워크 컴플라이언스 상태 리포트가 제거됨: 이 리포트는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에 사용된 컴플라
이언스 리포트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위치에서 이 리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 리포트 페이지 > 빠른 리포트 탭 >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유형
– 모니터 페이지 > 요약 탭 > 요약 유형 드롭다운 목록
– 홈 페이지 > 즐겨찾는 리포트 섹션

•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에 대한 변경 사항: 버전 14.2에 대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가 변경되었다는 것
은 이전 버전의 설치 패키지에 대해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 14.2에서 버전 14.0.1 클라이언트 패키지에 대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경우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문서 변경 사항

관리 > 관리자 페이지의 다음 옵션이 더 명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시도 한계값이 허용된 잘못된 로그인 시도 횟수로 변경되었습니다.
• 암호 확인 시도 한계값이 허용된 현재 암호 변경 시도 횟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옵션은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다른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하려고 할 때 잘못된 현재 암호를 입력하는 횟수를 표시합니다.

• 암호 확인 실패 횟수가 현재 암호 변경 실패 횟수로 변경되었습니다.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2(영문)

버전 14.0.1 MP2

이 버전의 새로운 기능

• Windows 10 2018년 4월 업데이트(버전 1803)에 대한 지원
(이 지원은 14.0.1에 대해 이전 버전과 호환됩니다.)

• 고객 이탈
• 고객 경험

– Microsoft Storage Spaces에 대한 지원
– Microsoft OneDrive에 대한 지원
– Amazon RDS에서 호스트되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원

• 타사 구성 요소 업데이트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0.1 MP2(영문)

버전 14.0.1 MP1

클라우드 기반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응용 프로그램 격리를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
그램 격리는 Microsoft Office의 악성 매크로, 악성 PDF 파일 및 취약한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합니
다. 응용 프로그램 격리는 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덮어쓰는 것을 차단합
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감염된 탭이 다른 탭과 동일한 메모리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염된
한 탭이 다른 브라우저의 탭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는 보호되는 환경에서 작동하
도록 응용 프로그램을 격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제공합니다.

보호 기능

• WSS 트래픽 리디렉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경로가 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경
우 클라이언트를 Web Security Services(WSS)에 연결하여 원격 사용자에게 웹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WTR(WSS
트래픽 리디렉션)은 엔드포인트에서 WSS/CASB 서비스로 트래픽을 디렉션하여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필요를
없앱니다. 한 번 배포한 후 중앙에서 관리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에이전트 간의 충돌을 없앱니다. 이 기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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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최소한의 사용자 중단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
다.

• 새로운 엔진 컨텐츠 및 정의를 릴리스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기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기능의 일부를 수
행하는 컨텐츠 엔진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만텍은 프로덕션 환경에 엔진 컨텐츠를 배포하기 전에 해당 컨텐츠
를 다운로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특수 서버를 제공합니다. 엔진 업데이트는 공개 LiveUpdate 서버에 대한 단계별 릴리
스 전에 2주 동안 EAS로 릴리스됩니다. 시만텍은 정기적인 LiveUpdate 구성을 사용하여 엔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Symantec LiveUpdate 조기 릴리스 서버 사용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엔진 버전을 잠그는 옵션: 이제 LiveUpdate 컨텐츠 정책에는 이전 버전의 엔진으로 되돌리되 해당 엔진에 해당되는 최신
컨텐츠를 계속 수신하기 위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의 Windows 설정에서 보안 정의 > 엔
진 버전 선택 > 편집을 누릅니다. 특정 엔진 버전으로 잠겨진 클라이언트는 해당 엔진 버전에 해당되는 LiveUpdate 컨텐
츠만 수신합니다.

관리 서버 기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홈 페이지 배너에서 최신 뉴스 링크가 최신 알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결된 종
모양의 아이콘은 이제 새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한 빨간색 점을 표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뉴스 또
는 알림을 읽으려면 최신 알림을 누릅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Java SE Development Kit 8, zlib 및 Commons-Jelly를 포함한 타사 구성 요소 업그레이드.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 Mozilla Firefox 5.x~57.x, Google Chrome 63.0.x

REST API 명령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REST API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apidocs.symantec.com/home/saep/ - 대시보드 아래의 마지막 아이콘을 눌러 클라우드 포털 도움말에서 이 위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된 경우 클라우드 포털에
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REST API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https://SEPM-IP:8446/sepm/restapidocs.html. 여기서 SEPM-IP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

제거되었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

• Network Access Control에 대한 지원 중단: 시만텍은 2017년 11월 5일에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 Starter Edition 및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 Enforcer with 6100 Series
Appliance에 대한 현재 Basic Maintenance Support 또는 Essential Support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컨텐
츠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호스트 무결성은 이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통합되었습니다.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0.1 MP1(영문)

버전 14.0.1/14.1

버전 14.01은 클라이언트를 나타내고, 버전 14.1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나타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0.1과 14.1 릴리스의 차이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0.1은 버전 14 MP2 이후의 다음 릴리스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모두에 대한 개선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1에는 후속 릴리스인 버전
14.1에 포함되는 새로운 클라우드 포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하고 해당 제품을 관리하는 구
성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전 14.1은 14.0.1과 거의 동시에 릴리스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1에는
클라우드 포털, 14.0.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14.0.1 클라이언트가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클라이언트의 기능은 변경되지 않으며 두 구성 요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레이블은 14.0.1
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14.1 관리 서버 또는 새로운 14.1 클라이언트로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14.1 클
라우드 포털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없는 몇 가지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체 클라이언

 41

http://entced.symantec.com/sep/14.0.1.1/new_fixes


 

트 시스템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클라우드 포털에 연결하려면 14.0.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14.1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0.1(14 RU1)의 새로운 기능

이 릴리스 이후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기능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ndpoint Protection 14.1 product tour(영문)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0.1(영문)

버전 14 MP2

• 타사 구성 요소 업그레이드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 MP2(영문)

버전 14 MP1

NOTE

14 MP1(14.0.2332.0100)을 실행하는 경우 14 MP1 새로 고침 빌드(14.0.2349.0100)로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두 버전이 모두 최신 상태로 간주됩니다. 14 MP1에서 14 MP1 새로 고침 빌드(14.0.2349.0100)로의 업그레이드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14 MP1 새로 고침 빌드의 코드 변경은 버전 14의 이후 릴리
스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Using a sole trailing backslash with an Exception prefix variable in SEP 14 MP1 causes ccSvcHst.exe to
crash(영문)

•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7.3이 지원됩니다.
• PHP, Java, Apache Tomcat을 비롯한 여러 타사 구성 요소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스타일 및 서식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 MP1(영문)

버전 14

• 개선된 보호 기능:
– 클라우드의 바이러스 정의(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
– 정적 탐지를 개선하는 엔드포인트 기반 AML(Advanced Machine Learning)
– OS 강화(일반 악용 완화)
– 압축된 멀웨어에 대한 에뮬레이터
– LiveUpdate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하는 Windows 클라이언트용 보안 패치

• 사용 편의성 및 확장성:
–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정의 복제 예약
–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서브넷 마스크
– 제품 내부 통지
– REST API 참조

• 교차 플랫폼 지원:
– 장치 제어(Mac 클라이언트)
– 자동 업그레이드(Mac 클라이언트)

시스템 요구 사항

전체 시스템 요구 사항 목록은 System requirem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영문)를 참조하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Windows Server 2016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Wind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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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10 Anniversary Update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Linux #####:

–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7.1 및 7.2(사전에 컴파일된 바이너리 지원)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Oracle Linux(OEL) 6U5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Mac #####:
– macOS 10.12(Sierra)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
– SQL Server 2014 SP2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 및 도움말에 대한 브라우저 지원:
– Microsoft Edge
– Mozilla Firefox 5.x ~ 49.0.1
– Google Chrome 54.0.x 이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의 새로운 기능

New fixes and component versions in Endpoint Protection 14(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알려진 문제 및 해결 방법
이 섹션의 항목은 이 릴리스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적용됩니다.

Table 1: 업그레이드 문제

문제 설명 및 해결책

업그레이드 중 LiveUpdate가 실행되
지 않아 다크 네트워크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오
래된 CIDS(클라이언트 침입 탐지 시스
템) 컨텐츠를 새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함 [14.3 RU1]

14.3 RU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인터넷 또는 LUA(LiveUpdate 관리자)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캐시에 호환되지 않는 오래된 컨텐츠를 보관합니다. 일반적으
로 이 오래된 컨텐츠가 새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관리 서버 캐시의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려면 인증된 바이러스 정의 및 CIDS .jdb 파일을 수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SEP-69125]
새 클라이언트가 오래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게 하려면 새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이
전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SEPM에 CIDS .jdb 파일을 수동으로 설치합니다.
Download .jdb files to update definitions for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실행 중지
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에 로그온할 수 없음
[14.3 RU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한 후 콘솔에 로그온할 수 없고 다음 오류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 ## ## #####.
SEPM을 설치할 때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실행 중지되어 서버 인증서가 생성
되지 못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P-6704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실행 중지된 상태에서 SEPM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서버
인증서를 확인하십시오.
Unexpected server error at SEPM login if it was installed on a server without an enabled
NIC(영문)

SEPM을 제거하고, 기본 데이터베이스
를 제거하고 SQL Server Express 인스
턴스를 유지하는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 ### #### # ## ## " 오
류가 나타남[14.3 RU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제거하고, DB만 제거하고 SEPM에 설치된 SQL
Server Express 인스턴스는 유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 ### #### # ## ##
"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 사용자 DBA에 대한 인증 정보를 추가한 후 발생
하며 사용자 권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P-68670]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SEPM setup.exe 파일을 실행하고 제거 중 DB만 제거하고 SEPM에 설
치된 SQL Server Express 인스턴스는 유지 옵션을 눌러 제거를 수행합니다.

 43

http://entced.symantec.com/entt?product=sep&version=14&language=english&module=doc&error=new_fixes
https://knowledge.broadcom.com/external/article/151309
https://knowledge.broadcom.com/external/article/204267
https://knowledge.broadcom.com/external/article/204267


 

문제 설명 및 해결책

FIPS 모드가 실행되는 경우 SQL Server
가 버전 2017에서 버전 2019로 업그레
이드되지 않음 [14.3]

이 경우 "The following error has occurred. An error occurred while installing extensibility
feature with error message: AppContainer Creation Failed with error message NONE,
state. This implementation is not part of the Windows Platform FIPS validated cryptographic
algorithms."과 같은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FIPS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3을 사용하는 경우 Microsoft SQL Server 2017에서 2019로 업그레이
드하면 발생합니다. [SEP-61473]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영 체제 수준에서 FIPS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1. C:\ProgramData\Microsoft\Windows\## ##\####\## ##에서 로컬 보안
정책 > 로컬 정책 > 보안 옵션을 누르고 시스템 암호화: 암호화, 해시, 서명에 FIPS 규격 알
고리즘 사용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2. SQL Server 버전 2017에서 버전 2019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3. SQL Server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후 FIPS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SQL upgrade from 2017 to 2019 fails with FIPS mode enabled(영문)
사용자 정의 이름으로 인해 14.2 이상으
로 업그레이드 중 방화벽 정책이 업데이
트되지 못할 수 있음

일부 기본 이름을 변경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방화벽 정책이 IPv6 변경 사항을 통합하지 못합니다. 기본 이름에는 기본 정책의 이름과 기본
규칙 이름이 포함됩니다. 업그레이드 중 규칙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IPv6 옵션이 나타나
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후에 생성하는 모든 새 정책 또는 규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변경된 모든 이름을 기본 이름으로 되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본 정책에 추가
한 사용자 정의 규칙이 IPv6 통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하
는 모든 새 정책 또는 규칙에 대해 동일하게 확인하십시오.

Table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문제

문제 설명 및 해결책

일부 EDR 이벤트가 클라이언트에 나타
나지 않음 [14.3 RU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Windows 10 빌드 14393 이상에서 실행되어야
Symantec EDR ETW(Windows용 이벤트 추적)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SEP-67175]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기능에 몇 가
지 제한 사항이 있음 [14.3 RU1]

•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는 IPv6가 아니라 IPv4를 통해 제공됩니다. [SEP-68700]
• 터널 리디렉션 방법:

– Windows 10 x64 버전 1703 이상(반기 서비스 채널)에서만 실행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Windows 운영 체제 또는 Mac 클라이언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EP-67927]

– HVCI 지원 Windows 10 64비트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EP-67648]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클라이언트
의 방화벽 또는 URL 평판 규칙에 의해 평가되기 전에 WSS로 리디렉션됩니다. 대신 해
당 트래픽은 WSS 방화벽 및 URL 규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SEP 클라이언트
방화벽 규칙이 google.com을 차단하고 WSS 규칙은 google.com을 허용하는 경우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용자가 google.com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바운드 로컬 트래픽은 여전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에서 처리됩니
다. [SEP-67488]

– WSS 캡티브 포털은 터널 방법에 사용할 수 없으며 클라이언트는 요청 인증 정보를 무
시합니다. 향후 릴리스에서는 WSS Agent의 SAML 인증이 캡티브 포털을 대체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터널 방법을 사용하여 WSS에 연결하고 가상 시스템을 호스팅하
는 경우 각 게스트 사용자는 WSS 포털에 제공된 SSL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홈 디렉터리 또는 Active Directory 인증과 같은 로컬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리디렉션되
지 않습니다.

– Microsoft DirectAccess VPN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터널 방법은 현재 베타 기능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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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설명 및 해결책

14.2.x에서 14.3 MP1 이상으로 업그레
이드한 후 에이전트 등록 항목이 중복됨
[14.3 RU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14.2.x에서 14.3 MP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에이전트 등록 항목이 중복 생성됩니다.
기능상의 영향은 없으며 14.3 RU1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 항목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이전 에이전트 항목을 제거합니다.

하이브리드 관리 옵션, 프록시 서버 또는
경계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URL이 허용됨
[14.3]

Broadcom이 Symantec Enterprise Security를 인수하면서 14.2.2.1에서 클라이언트 간 통신용
URL이 변경되었습니다. [CDM-42467]
다음과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를 버전 빌드 14.2.5569.210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이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되어
있을 때 Symantec Endpoint Security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및 정책을 관리합니다.

• 프록시 서버를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단독 관리 또는 하이브리드 관리 에이전트 중 하나에서 URL을 허용하여 프록시 서
버 및/또는 경계 방화벽에서 해당 URL을 허용하십시오.
SEP 및 SES가 시만텍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허용된 URL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Upgrade cloud-managed Symantec Agents to version 14.2 RU2 MP1 or later(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원격 콘솔이 더 이상 32비트 Windows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음 [14.3]

14.3 이상에서는 32비트 버전의 Windows를 실행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원격 콘솔에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Oracle Java SE Runtime Environment는 더 이
상 32비트 버전의 Microsoft Window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EP-61106]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컬로 로그온하
십시오.
"이 버전의 C:\Users\Administrator\Downloads\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bin\javaw.exe는 현재 실행 중인 Windows 버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시스
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소프트웨어 게시자에게 문의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중에 "Microsoft Visual C++
Runtime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오류가 나타남 [14.3]

Windows 2012 R2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는 중에 "Microsoft
Visual C++ Runtime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SEP-60396]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Windows를 활성화하고 Windows 업데이트를 설치하십시오. Windows
업데이트는 Windows 2012 R2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3을 설치하기 위
한 필수 요건인 Visual C++ 2017 재배포 가능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Windows에서 TLS 1.1 및 TLS 1.2를
WinHTTP의 기본 보안 프로토콜로 실행
하기 위한 업데이트 [14.3]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 14.3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를 설치한 후에 관리 서버가 더 이상 클라우드에 로그를 성공적으로 업로드하지 못
합니다. uploader.log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SEVERE> WinHttpSendRequest: 12175: A security error occurred

이 문제는 TLS 1.1 및 1.2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Microsoft 업데이트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Microsoft 업데이트 KB3140245를 설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
조하십시오.
Update to enable TLS 1.1 and TLS 1.2 as default secure protocols in WinHTTP in
Windows(영문)

클라이언트가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D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책을
수신한 후에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계속 "배포 중"으
로 나타남 [14.2 RU1 MP1 이상]

이는 예상된 동작입니다.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D 3.3 정책은 버전 14.2 RU1 MP1 이
후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지원됩니다.
Symantec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 3.3에 대한 정책을 그룹에 적용하십
시오. 이 그룹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 RU1 이하를 실행하는 일부 클라이언
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으로 정책을 수신하고 적용하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상태가 계속 배포 중이라는 메시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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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문제

문제 설명 및 해결책

설치에 새로 사용되는 업그레이드 설치
패키지는 기본 기능 세트를 설치합니다.
[14.3 RU1 MP1 이하]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고 이 패키지를 사용하여 새로 설치하면 기본 기능 세트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치됩
니다.
사용자 정의 기능 세트를 설치하려면 새로 설치할 별도의 설치 패키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Symantec Agent for Linux 설치 프로그
램 로그에 잘못된 메시지가 표시됨 [14.3
RU1]

일부 경우에 에이전트 설치 프로그램은 일치하지 않는 드라이버 버전 또는 재시작 필요 여부
와 관련된 잘못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에이전트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uSe Linux 장치에서 zypper 명령을 실
행하면 'at' 패키지가 제거되면서 SEP
Linux 클라이언트 패키지도 제거됩니다.
[14.3 RU1]

SuSe Linux 장치에서 'zypper remove at' 명령을 실행하면 SEP Linux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제거됩니다. 이는 'at' 패키지가 필수 종속 패키지로 추가되었고 zypper 명령은 자동으로 SEP
클라이언트 패키지 'sdcss-kmod' 및 'sdcss-sepagent'를 사용하지 않는 종속 항목이 있는 패키
지로 간주해 제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at' 패키지를 제거하려면 'rpm -e --nodeps at'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macOS 10.15 이상의 업그레이드 문제
[14.3 MP1]

macOS 10.15 이상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의 원격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기능이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14.3 MP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 macOS 10.15 이상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십시오.

HA-2 지원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
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가 실패할 수
있음 [14.3]

기존 운영 체제 버전(Windows 7 RTM/SP1, Windows Server 2008 R2/R2 SP1/R2 SP2)을 실
행하는 경우 2019년 7월 이후에 릴리스된 Windows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장치에 SHA-2 코
드 서명 지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HA-2 지원이 없으면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처음 설치하든 이전 릴리스에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든
관계없이 설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SEP-61175/61403]
Microsoft를 통해 SHA-2 코드 서명 지원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및 WSUS의 2019 SHA-2 코드 서명 지원 요구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Windows client may fail to install unless SHA-2 support
is installed(영문)

UWF가 실행되는 Windows 10 1803에
설치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Windows 클라이언트는 실행되지 않음
[14.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Windows 10 RS4 1803 32비트 운영 체제에
서 실행되는 경우 UWF(통합 쓰기 필터)가 실행되어 Windows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드라이
브를 보호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Windows 운영 체제에는
Windows 클라이언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UWF 결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결함이 없는 다른 운영 체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 UWF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Endpoint Protection is malfunctioning when installed on

Windows 10 1803 with UWF enabled(영문)를 참조하십시오.
WSS 트래픽 리디렉션을 실행하는 Mac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에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을 적용하지 않음 [14.2 RU1
MP1 이상]

외부 통신 설정을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 RU1 MP1용 중앙 관리 Mac 클
라이언트에서 LiveUpdate에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을 사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을 통해 Mac 클라이언트에 대해 WTR(WSS 트
래픽 리디렉션)을 실행하면 LiveUpdate 트래픽이 더 이상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대신 LiveUpdate에서 직접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WSS 트래픽 리디렉션을 실행 중지한 경우에만 LiveUpdate에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강화가 실행된 상태에서 Microsoft Edge
가 예기치 않게 PDF 다운로드를 허용함
[14.2 RU1 MP1 이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응용 프로그램 강화를 실행한 상태에서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예기치 않게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PDF 파일 다운로드 차단이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이 문제는 향후 릴리스에서 수정될 예정입니다.

Broadcom은 최근 Symantec Enterprise Protection이 Broadcom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와 동시에 시만
텍 설명서는 Broadcom의 Symantec Security Tech Docs Portal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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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 Protection 설명서를 찾으려면 Symantec Security Software 탭을 누른 다음Endpoint Security and
Management > Endpoint Protection을 누르십시오.

Table 4: 설명서 문제

문제 설명 및 해결책

HOWTO 문서가 만료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움말 항목과 중복되었던 HOWTO 문서는 Endpoint
Protection 사이트에 다시 게시되었으며 따라서 URL이 달라졌습니다.
문서를 찾으려면 검색 필드를 사용하십시오.

PDF 파일 시만텍은 모든 PDF 파일을 DOC 문서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만료되었습니다.
PDF 파일의 최신 릴리스 버전을 찾으려면 관련 문서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앞으로 Broadcom
은 기존 PDF 파일과 번역된 PDF 파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결된 문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New fixes and compon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 MP1(영문)

New fixes and compon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영문)

New fixes and compon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MP1(영문)

New fixes and compon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3 RU1 MP1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다음 제품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은 이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의 요구 사항과 동일합니다.

NOTE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올바르게 관리하
지 못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 관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0.1 이하는 버전 14.2 클라이언트에 해당 버전에 맞는 모니커를 올바르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14 MP2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14.0.1 이후 버전의 클라이언트
에 해당 버전에 맞는 모니커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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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08 R2
• Windows Server 2012
• Windows Server 2012 R2
• Windows Server 2016
• Windows Server 2019

Note: 데스크톱 운영 체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Note: 14.2x 이하에서는 Windows Server Core 버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웹 브라우저 다음과 같은 브라우저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 액세스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움말 보기를 지원합니다.
• Microsoft Edge Chromium 기반 브라우저(14.3 이상)
• Microsoft Edge
참고: 32비트 버전의 Windows 10은 Edge 브라우저를 사용한 웹 콘솔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14.2.x 이하)
• Mozilla Firefox 5.x ~ 83
• Google Chrome 87

데이터베이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2014(Windows Server 2008 R2용)
•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2017
• Sybase 내장 데이터베이스(14.3 MPx 이하 전용)
대신 다음 Microsoft SQL Server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SQL Server 2008 SP4
• SQL Server 2008 R2, SP3
• SQL Server 2012 RTM - SP4
• SQL Server 2014 RTM - SP3
• SQL Server 2016 RTM - SP1, SP2
• SQL Server 2017 RTM
• SQL Server 2019 RTM(14.3 이상)

Note: Amazon RDS에서 호스팅되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는 지원됩니다(14.0.1 MP2부터).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환경에서 TLS 1.2만
사용하는 경우 SQL Server가 TLS 1.2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QL Server에 패치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은 SQL Server 2008, 2012 및 2014에 적용됩니다. TLS 1.2를 지원하는 SQL
Server 패치가 없으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에서 14로 업그레이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te: TLS 1.2 support for Microsoft SQL Server(영문)

기타 환경 요구 사항 순수 IPv6 네트워크에서는 IPv4 스택이 계속 설치되고 실행 중지되어야 합니다. IPv4 스택이 설치되지
않으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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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하드웨어 시스템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프로세서 Intel Pentium Dual-Core 또는 동급 이상, 8-Core 이상 권장

Note: Intel Itanium IA-64 프로세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제 RAM 최소 2GB RAM, 8 GB 이상 권장

Note: 이미 설치된 기타 응용 프로그램의 RAM 요구 사항에 따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추가 RAM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 Microsoft SQL Server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서버에는 최소 8GB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1024 x 768 이상
시스템 드라이브에 설치 시 하
드 드라이브

로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 시:
• 관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최소 40GB(200GB 권장)
원격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 관리 서버의 경우 최소 40GB(100GB 권장)
•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원격 서버에서 추가 사용 가능 디스크 공간

대체 드라이브에 설치 시 하드
드라이브

로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 시:
• 시스템 드라이브에 최소 15GB 필요(100GB 권장)
• 설치 드라이브에 최소 25GB 필요(100GB 권장)
원격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에 최소 15GB 필요(100GB 권장)
• 설치 드라이브에 최소 25GB 필요(100GB 권장)
•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원격 서버에서 추가 사용 가능 디스크 공간

기타 실행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간의 양과
위치는 SQL Server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브,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요구 사항 및 다른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따라 다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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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운영 체제(데스크톱) • Windows 7(32비트/64비트, RTM 및 SP1)
• Windows Embedded 7 Standard, POSReady 및 Enterprise(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8(32비트, 64비트)
• Windows Embedded 8 Standard(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8.1(32비트, 64비트), Windows To Go 포함
• 2014년 4월 Windows 8.1 업데이트(32비트, 64비트)
• 2014년 8월 Windows 8.1 업데이트(32비트, 64비트)
• Windows Embedded 8.1 Pro, Industry Pro 및 Industry Enterprise(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10(버전 1507)(32비트, 64비트), Windows 10 Enterprise 2015 LTSB 포함
• Windows 10 11월 업데이트(버전 1511)(32비트, 64비트)
• Windows 10 1주년 업데이트(버전 1607)(32비트, 64비트), Windows 10 Enterprise 2016 LTSB 포함
• Windows 10 크리에이터스 업데이트(버전 1703)(32비트, 64비트)
• Windows 10 Fall Creators Update(버전 1709)(32비트, 64비트)
• Windows 10 2018년 4월 업데이트(버전 1803)(32비트, 64비트)
• Windows 10 2018년 10월 업데이트(버전 1809)(32비트, 64비트), Windows 10 Enterprise 2019

LTSC 포함
• Windows 10 2019년 5월 업데이트(버전 1903)(32비트, 64비트)
• Windows 10 2019년 11월 업데이트(버전 1909)(32비트, 64비트)(14.2 RU1 이상)
• Windows 10 20H1(Windows 10 버전 2004)(14.3 이상)
• Windows 10 20H2(Windows 10 버전 2009)(14.3 RU1부터)

운영 체제(서버) • Windows Server 2008 R2
•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11
• Windows Server 2012
• Windows Server 2012 R2
• 2014년 4월 Windows Server 2012 R2 업데이트
• 2014년 8월 Windows Server 2012 R2 업데이트
• Windows Server 2016
• Windows Server 2019
• Windows Server 버전 1803(Server Core)(14.2 이상)
• Windows Server 버전 1809(Server Core)
• Windows Server 버전 1903(Server Core)(14.2 RU1 이상)
• Windows Server 버전 1909(Server Core)(14.2 RU1 이상)
• Windows Server 버전 2004
• Windows Server 버전 20H2(14.3 RU1)
이전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compatibility with the Endpoint Protection client(영문)
Endpoint Protection support for Windows 10 updates and Windows Server 2016 / Server 2019(영문)

브라우저 침입 차단 브라우저 침입 차단에 대한 지원은 클라이언트 침입 탐지 시스템(CIDS) 엔진의 버전을 기준으로 결정
됩니다.
Supported browsers for Browser Intrusion Prevention in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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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시스템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프로세스(실제 시스템용) • 2비트 프로세서: 4GHz Intel Pentium 4 또는 동급 이상(Intel Pentium 4 또는 동급 권장)
• 64비트 프로세서: x86-64 지원 2GHz Pentium 4 또는 동급 이상

Note: Itanium 프로세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상 시스템용) 최소 1GHz에서 가상 소켓 1개와 소켓당 1개의 코어(2GHz에서 가상 소켓 1개와 소켓당 2개의 코어 권

장)

Note: 하이퍼바이저 리소스 예약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제 RAM 1GB, 운영 체제에서 필요한 경우 그 이상(2GB 권장)
디스플레이 800 x 600 이상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 공간 요구 사항은 설치하는 클라이언트 유형, 설치할 드라이브 및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이

저장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드라이브 기본 위치 C:
\ProgramData에 있습니다.
선택하는 설치 드라이브 위치에 관계 없이 항상 시스템 드라이브에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
니다.

Note: 공간 요구 사항은 NTFS 파일 시스템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공간은 컨텐츠 업데이트 및 로그
에도 필요합니다.

Table 9: 시스템 드라이브에 설치되었을 때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사용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시스템 요구 사항

클라이언트 유형 요구 사항

Standard 시스템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395MB*
대체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18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350MB

Embedded/VDI 시스템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245MB*
대체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18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200MB

비공개 네트워크 시스템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545MB*
대체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18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500MB

* 설치하는 동안 추가 135MB가 필요합니다.

 51



 

Table 10: 대체 드라이브에 설치되었을 때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사용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시스템 요구 사항

클라이언트 유형 요구 사항

Standard 시스템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38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15MB*
대체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30MB
• 프로그램 데이터 드라이브: 35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150MB

Embedded/VDI 시스템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23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15MB*
대체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30MB
• 프로그램 데이터 드라이브: 20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150MB

비공개 네트워크 시스템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53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15MB*
대체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와 함께**
• 시스템 드라이브: 30MB
• 프로그램 데이터 드라이브: 500MB
• 대체 설치 드라이브: 150MB

* 설치하는 동안 추가 135MB가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가 대체 설치 드라이브와 동일한 경우 총 용량에 대해 프로그램 데이터 드라이브에 15MB를 추가하
십시오. 그러나 설치하는 동안 대체 설치 드라이브에는 설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150MB가 여전히 필요합니
다.

Table 11: Windows Embedded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시스템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프로세서 1GHz Intel Pentium
실제 RAM 256MB

Note: 이 수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내장 클라이언트의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EDR 같은
통합 솔루션에서 추가 기능도 구현하는 경우 추가적인 물리적 RAM이 필요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mbedded/VDI 클라이언트에는 다음 사용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공간
이 필요합니다.
• 시스템 드라이브에 설치됨: 245MB
• 대체 드라이브에 설치됨: 시스템에 230MB 및 대체 드라이브에 15MB
설치하는 동안 추가 135MB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가 시스템 드라이브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다른
클라이언트 유형의 요구 사항은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시스템 요구 사
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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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구 사항

Embedded 운영 체제 • Windows Embedded Standard 7(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Embedded POSReady 7(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Embedded Enterprise 7(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Embedded 8 Standard(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Embedded 8.1 Industry Pro(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Embedded 8.1 Industry Enterprise(32비트 및 64비트)
• Windows Embedded 8.1 Pro(32비트 및 64비트)

최소 필수 구성 요소 • 필터 관리자(FltMgr.sys)
• 성능 데이터 도우미(pdh.dll)
• Windows Installer 서비스

템플릿 •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기본값)
• 디지털 서명
• 산업 자동화
• IE, Media Player, RDP
• 셋톱박스
• 씬(Thin) 클라이언트
최소 구성 템플릿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WF(강화된 쓰기 필터) 및 UWF(통합 쓰기 필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권장 쓰기 필터는 레지스트리
필터와 함께 설치되는 FBWF(파일 기반 쓰기 필터)입니다.

Table 12: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시스템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프로세서 64비트 Intel Core 2 Duo 이상
실제 RAM 2GB RAM
하드 드라이브 설치를 위한 1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디스플레이 800 x 600
운영 체제 • macOS 10.15 ~ 10.15.7

• Intel Core i5 프로세서 이상의 macOS 11(Big Sur)
이전 릴리스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 목록은 Mac compatibility with the Endpoint Protection client(영
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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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시스템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하드웨어 • Intel Pentium 4(2GHz) 이상 프로세서
• 사용 가능한 500MB의 RAM(4GB RAM 권장)
• /var, /opt 및 /tmp가 동일한 파일 시스템 또는 볼륨을 공유하는 경우 2GB의 디스크 공간 사용
가능

• 서로 다른 볼륨에 있는 경우 /var, /opt 및 /tmp 각각에 500MB의 디스크 공간 사용 가능
운영 체제 버전 14.3 RU1부터 지원되는 운영 체제:

• Amazon Linux 2
• CentOS 6, 7, 8
• Oracle Enterprise Linux 6, 7, 8
• Red Hat Enterprise Linux 6, 7, 8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x, 15.x
• Ubuntu 14.04 LTS, 16.04 LTS, 18.04 LTS, 20.04 LTS
버전 14.3 MP1 이하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
• Amazon Linux
• CentOS 6U3 ~ 6U9, 7 ~ 7U7, 8 - 32비트 및 64비트
• Debian 6.0.5 Squeeze, Debian 8 Jessie - 32비트 및 64비트
• Fedora 16, 17 - 32비트 및 64비트
• Oracle Linux(OEL) 6U2, 6U4, 6U5, 6U8; 7, 7U1, 7U2, 7U3, 7U4
•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RHEL) 6U2 ~ 6U9, 7 ~ 7U8, 8 ~ 8U2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SLES) 11 SP1~11 SP4(32비트 및 64비트), 12, 12 SP1~12 SP3(64
비트)

• SUSE Linux Enterprise Desktop(SLED) 11 SP1~11 SP4(32비트 및 64비트), 12 SP3(64비트)
• Ubuntu 12.04, 14.04, 16.04, 18.04(14.3부터) - 32비트 및 64비트
이전 릴리스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 커널 목록은 List of Linux Distributions and Kernels with
Precompiled Auto-Protect Drivers/Module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Linux 14.x(영문)를 참
조하십시오.

그래픽 데스크톱 환경 다음 그래픽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하여 Linux 클라이언트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볼 수
있습니다.
• KDE
• Gnome
• Unity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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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구 사항

기타 환경 요구 사항(14.3 MP1
이하)

• Glibc
glibc 2.6 이하를 실행하는 모든 운영 체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net-tools 또는 iproute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시스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구에 따라 이 두 도구 중 하나
를 사용합니다.

• OpenSSL 1.0.2k-fips 이상
• 개발자 도구
자동 보호 커널 모듈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동 컴파일 및 수동 컴파일하려면 특정 개발자 도구를 설
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자 도구에는 gcc 및 커널 소스 및 해더 파일이 포함됩니다. 특정 Linux 버
전에 대한 설치 항목 및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Manually compile Auto-Protect kernel modules for Endpoint Protection for Linux(영문)

• 64비트 시스템의 i686 기반 종속 패키지
다수의 Linux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은 32비트 프로그램입니다. 64비트 시스템인 경우에는 Linux 클
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i686 기반 종속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i686 기반 종속 패키지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면 명령줄을 이용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치
에는 superuser 권한이 필요하며 다음 명령이 sudo를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 Red Hat 기반 배포 의 경우: sudo yum install glibc.i686 libgcc.i686

libX11.i686 libnsl.i686
– Debian 기반 배포의 경우: sudo apt-get install ia32-libs
– Ubuntu 기반 배포의 경우:

sudo dpkg --add-architecture i386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gcc-multilib libx11-6:i386

Release versions,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Endpoint Security and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다국어 지원 요구 사항
영어 외 언어 또는 다국어 언어 환경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할 때는 특정한 제한 사항이 적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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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다국어 지원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요구 사항

시스템 이름, 서버
이름, 작업 그룹 이
름

영어 이외 문자는 다음 제한 사항과 함께 지원됩니다.
• 더블 바이트 문자 세트 또는 high-ASCII 문자 세트를 사용하는 호스트 또는 사용자에게는 네트워크 감사가 작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더블 바이트 문자 세트 이름 또는 high-ASCII 문자 세트 이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또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더블 바이트 또는 high-ASCII 문자 세트의 호스트 이름 길이는 NetBIOS가 허용하는 길이보다 길 수 없습니다.
호스트 이름이 NetBIOS가 허용하는 길이보다 길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홈, 모
니터 및 리포트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영어 문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입력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원격 시스템에 배포하려는 경우.
•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에서 서버 데이터 폴더를 정의하는 경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폴더를 정의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를 원격 시스템에 배포할 때 인증 정보를 정의하는 경우.
• 그룹 이름을 정의하는 경우.
영어 이외 문자가 포함된 그룹 이름에 대한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이름에 영
어 이외 문자가 포함된 경우 배포 전송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배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영어 외 문자를 전송하려는 경우.
서버 측에서 생성된 일부 영어 이외 문자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더블 바이트 문자 세트의 위치 이름은 더블 바이트 문자 세트 이름이 아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클라이
언트 시스템 대화 상
자

내보낸 패키지를 설치한 후 사용자 정보 클라이언트 시스템 대화 상자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때 더블 바이트 또는
High-ASCII 문자 세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 정보 수집

라이센스 활성화 마
법사

다음 필드에 더블 바이트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름
• 성
• 회사 이름
• 구/군
• 시/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최신 시스템 요구 사항은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
문)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가상화 설치 및 가상화 제품
가상 환경에서 실행되는 지원 운영 체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아니라 게스
트 운영 체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가상화 제품은 Windows 및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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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Azure
• Amazon WorkSpaces
• VMware WS 5.0(워크스테이션) 이상
• VMware GSX 3.2 이상(enterprise)
• VMware ESX 2.5 이상(workstation)
• VMware ESXi 4.1 - 5.5
• VMware ESXi 6.0
• VMware ESXi 6.0 업데이트 1
• VMware ESXi 6.0 업데이트 2
• VMware ESXi 6.0 업데이트 3(14.0.1부터)
• VMware ESXi 6.5(14.0.1부터)
• VMware ESXi 6.5U1(14.2부터)
• VMware ESXi 6.5U2(14.2부터)
• VMware ESXi 6.7(14.2부터)
• Microsoft Virtual Server 2005
• Windows Server 2008 Hyper-V
• Windows Server 2012 Hyper-V
• Windows Server 2012 R2 Hyper-V
• Windows Server 2016 Hyper-V(14.2 MP1부터)
• Windows Server 2019 Hyper-V Core Edition(14.2 MP1부터)
• Citrix XenServer 5.6 이상
• Oracle이 제공하는 Virtual Bo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가상 환경의 성능을 향상하는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사용

Windows 클라이언트의 가상화 환경에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무작위 검사

최신 시스템 요구 사항은 Release Not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
문)을 참조하십시오.

Endpoint Protection 릴리스 유형 및 버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제품 인터페이스 또는 설명서에서 릴리스 업데이트 또는 유지 관리 패치에 대한 참조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릴리스 버전의 경우 12.1.6.8 또는 14.0.1.0과 같이 세 개의 소수점으로 구분된 숫자를 볼 수 있습니
다. 소수점으로 구분된 이러한 항의 의미와 릴리스 버전 번호와의 관련성, 그리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버전 관
리 작동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용어 정의

• 주요 릴리스
주요 릴리스는 마지막 주요 릴리스 이후 모든 업데이트를 통합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 릴리스입니다. 주요 릴리스
는 구조적 변경, 주요 기능 변경 또는 새로운 플랫폼 또는 운영 체제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적인 향상 기능
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릴리스에는 새 설치가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첫 번째 소수점의 왼쪽 숫자는 일반적으로 주요 릴리스 버전을 의미합니다.

• 부수적 릴리스
부수적 릴리스는 이전 주요 릴리스를 업데이트합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마지막 주요 릴리스 이후 모든 이전 업데이트를
통합합니다. 부수적 릴리스는 주요 릴리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플랫폼 또는 운영 체제 지원을 포
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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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첫 번째 소수점과 두 번째 소수점 사이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부수적 릴리스 버전을 의미합니
다.

• 릴리스 업데이트
릴리스 업데이트는 위험도가 낮은 새로운 기능 또는 추가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주요 릴리스 또는 부수적 릴리스
의 릴리스 이후의 수정 사항을 제공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두 번째 소수점과 세 번째 소수점 사이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릴리스 업데이트 버전을 의미합
니다.

• 유지 관리 패치
유지 관리 패치는 주요 또는 부수적 릴리스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적응, 수정 및 완전 유지 관리를 제공합니다. 유지 관리
패치는 때때로 유지 관리 팩이라고도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세 번째 소수점의 오른쪽 숫자는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 패치 버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릴리스 버전 12.1.6.8의 경우:

• 12는 주요 릴리스 버전을 나타냅니다.
• 1은 부수적 릴리스 버전을 나타냅니다.
• 6은 릴리스 업데이트 버전을 나타냅니다.
• 8은 유지 관리 패치 버전을 나타냅니다.

때때로 약어 RU(릴리스 업데이트) 또는 MP(유지 관리 패치)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릴리스 버전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
를 들어 12.1 RU6 MP8 또는 더욱 흔하게는 12.1.6 MP8에 대한 참조가 대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12.1.6.8과 같습니
다.

NOTE

제품 릴리스 버전은 제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발견되는 제품 빌드 버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릴리스 버전과 비
교되는 빌드 버전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Released versions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시만텍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업데이트 릴리스 방식

시만텍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누적된 업데이트를 릴리스합니다. 새로운 릴리스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업
데이트와 이전 릴리스 업데이트에 대해 생성된 유지 관리 패치의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 패치는 가장 최
신 릴리스 업데이트에 대해서만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14.0.1(14 RU1)에는 새로운 업데이트와 함께 14 MP1 및 14 MP2의 업데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1의 릴
리스 후 버전 14에 대해 더 이상 추가적인 유지 관리 패치가 생성되거나 릴리스되지 않습니다. 대신 14.0.1에서 나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Endpoint Protection 보안 패치 다운로드

추가 정보
다음 표에는 제품 사용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문제 해결 정보와 기타 리소스를 얻을 수 있는 웹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15: Endpoint Protection 웹 사이트 정보

정보 유형 웹 사이트 링크

평가판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설명서 및 문서 업데이트 • 최신 릴리스의 제품 설명서(영어)

• 최신 릴리스의 제품 설명서(기타 언어)
• 모든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제품 설명서

기술 지원 Endpoint Protection Technical Support(영문)
기술 자료 문서, 제품 릴리스 상세 내역, 업데이트 및 패치, 지원에 대한 문의 옵션이 포함됩니다.

위협 요소 정보 및 업데이트 Symantec Security Center(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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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형 웹 사이트 링크

교육 교육 서비스
교육 과정, eLibrary 등에 액세스합니다.

Symantec Connect 포럼 Endpoint Protection(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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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은 네트워크의 랩톱 ,데스크톱 및 서버를 멀웨어, 위험 요소 및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
는 클라이언트-서버 솔루션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은 바이러스 차단 기능과 고급 위협 요소 차단 기능
을 결합하여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애드웨어와 같은 알려진 위협 요소 및 알 수 없는 위협 요소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
템을 사전에 보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은 루트키트, 제로 데이 공격, 변형된 스파이웨어와 같이 일반
적인 보안 수단을 노리는 가장 복잡한 공격을 차단합니다.

유지 관리 부담을 덜고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여 실제 시스
템 및 가상 시스템 모두를 공격으로부터 자동으로 보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에서는 효율적이고 배포
및 사용이 간편한 관리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아키텍처 구성 요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방어에 대한 계층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알려진 위협 요소 및 알 수 없는 위협 요소에 대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핵심적인 보호 기능입니다. 포괄적 접근법은 공격 이전, 도중 및 이후에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모든 공격 이전에 보안 상태를 강화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노출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입니다.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항상 모든 보호 기능을 실행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로 차단할 수 있는 공격 유형은 무엇입니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급습, 감염, 확산 및 유출과 교정 및 예방 접종 단
계에서 전체 공격망으로부터 사용자의 환경을 보호합니다.

1단계: 급습

급습 단계에서 해커는 소셜 엔지니어링, 제로 데이, 취약점, SQL 주입 공격, 표적 멀웨어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의
네트워크에 잠입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다음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 진입 전에 공격을 차단합니다.

• 침입 차단/방화벽(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모든 수신 및 송신 트래픽을 분석하고 브라우저 보호를 제공하여 이러한 위
협 요소가 시스템에서 실행되기 전에 차단합니다. 규칙 기반 방화벽 및 브라우저 보호 기능이 웹 기반 공격으로부터 시
스템을 보호합니다.
침입 차단 관리
방화벽 보호 관리

• 응용 프로그램 제어: 파일 액세스 및 레지스트리 액세스와 프로세스의 실행을 허용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잠금 및 장치 제어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 장치 제어: 선택한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장치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제어합
니다.
장치 제어 관리

• 메모리 악용 완화: 힙 스프레이, SEHOP 덮어쓰기 및 Java 악용 등 벤더가 패치를 제공하지 않은 인기 소프트웨어의 제
로 데이 익스플로잇을 무효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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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라이언트 강화
•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엔터프라이즈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모든 포트 및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합니
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2단계: 감염

표적 공격에서 해커는 소셜 엔지니어링, 제로 데이 취약점, SQL 주입 공격, 표적 멀웨어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의
네트워크에 잠입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다음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공격이 시스템을 감염시키기 전에 탐지하고 차단합니
다.

• 메모리 악용 완화: 멀웨어를 탐지합니다.
• 파일 평판 분석(Insight): 시만텍의 Global Intelligence Network를 사용하는 인공 지능에 기반합니다. 이 고급 분석 기능
은 사용자, 웹 사이트 및 파일의 상관 관계가 분석된 수십 억 개의 연관을 검사하여 빠른 속도로 변형되는 멀웨어를 식별
하고 차단합니다. 주요 속성(예: 파일 다운로드의 원래 지점 )을 분석하여 파일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정확히 식별하고
파일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도달하기 전에 평판 점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 고급 시스템 학습: Global Intelligence Network에 격리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양성 파일 및 악성 파일 사례를 분석합니
다. 고급 시스템 학습은 시그니처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로, 새로운 멀웨어 변형을 실행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고급 시스템 학습을 사용하는 방법

• 고속 에뮬레이션: 다형성 사용자 정의 패커를 사용하여 숨겨진 멀웨어를 탐지합니다. 검사기가 경량 가상 시스템 내에서
각 파일을 몇 밀리초 안에 실행하여 위협 요소를 파악하므로 탐지율 및 성능이 모두 개선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에뮬레이터가 멀웨어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법

• 바이러스 차단 파일 보호(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시그니처 기반 바이러스 차단 및 파일 지능형 검사를 통해 시스
템의 멀웨어를 검색하고 제거하여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봇, 애드웨어 및 루트킷을 차단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검사 및 실시간 보호 유형

• 동작 모니터링(SONAR): 시스템 학습을 활용하여 제로 데이를 차단하고, 거의 1,400개에 달하는 파일 동작을 실행 시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파일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새로운 위협 요소 및 알려지지 않은 위협 요소를 중지합니다.
SONAR 관리

3단계: 확산 및 유출

데이터 유출은 시스템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입자가 대상 시스템을 장악하면 지적 재산 또는 기
타 기밀 데이터를 훔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캡처된 정보를 분석하여 추가로 악용하거나 사기 행위를 저지릅니다.

• 침입 차단/방화벽: 네트워크를 이동하는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 동작 모니터링: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단계: 교정 및 예방 접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운영 체제, 플랫폼 및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단일 콘솔 및 에이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 Power Eraser: 원격으로 트리거하여 지능적 지속 위협 요소를 처리하고 끈질긴 멀웨어를 교정하는 종합적인 도구입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적용하고, 무단 변경을 탐지하고, 손상 평가를 수행하여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스트 무결성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관리되는 시스템을 격리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작동 방식

• 시스템 잠금: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허용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차단합니다. 어떤 모드에서든 시스템 잠금은 체크섬 및 파일 위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잠금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하고자 하는 키오스크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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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잠금 구성
• Secure Web Gateway 통합: 프로그래밍 가능한 REST API를 사용하여 Secure Web Gateway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합니다.

• EDR 콘솔 통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과(와) 통합되며 공
격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표적 공격 및 지능적 지속 위협 요소를 탐지, 대응 및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DR(엔드
포인트 탐지 및 응답) 기능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추가 에이전트를 배포하지 않아도 됩
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로 차단할 수 있는 공격 유형은 무엇입니까?

다음 표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이 차단할 수 있는 공격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Table 16: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이 차단할 수 있는 공격 유형

공격 고급 시스템 학습 지능형 검사 침입 차단 네트워크 보호 정책 잠금

제로 데이 √ √ √ √
소셜 엔지니어링 √ √ √ √ √
랜섬웨어 √ √ √ √
표적 공격 √ √ √ √
지능적 지속 위협 요
소

√ √ √

드라이브 바이 다운
로드

√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아키텍처 구성 요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아키텍처는 세 가지 기능 그룹의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일부 구성 요소는 기능이 여러 개
이기 때문에 여러 그룹에 속합니다.

Table 17: 주요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이벤트, 정
책 및 클라이언트 등록을 관리하는 관리 서버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콘솔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통신을 보호합니다.
• 관리 서버에 대한 인터페이스인 콘솔. 콘솔 소프트웨어는 보안 정책, 클라이언트 시스템, 리포트, 로그,
역할 및 액세스, 관리 기능, 보안 등을 조정하고 관리합니다. 원격 콘솔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에 로그온할 수도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정책과 이벤트를 저장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설
치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설치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14.3 RU1 이상) 또는 내장 데이터베이스(14.3 MP1 이하)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수가 5,000대 이상인 대규모 조직에서는 SQL Server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로컬 또는 원격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솔루션에서 보안 보호를 담당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정책 및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고 Windows, Mac 및 Linux에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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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내부 LiveUpdate 서버 또는 인터넷에
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Table 18: 선택적 구성 요소 및 기능

구성 요소 설명

LiveUpdate Administrator LiveUpdate 관리자는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정의, 시그니처 및 기타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클라이
언트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대규모 네트워크의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LiveUpdate를 사용하여 클라이언
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여러 개의 시만텍 제품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Download LiveUpdate Administrator (LUA)(영문)에서 LiveUpdate Administrator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GUP)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조직 내에서 컨텐츠를 배포하도록 지원하며 최소한의 대역폭을 지닌 원격지에 있는
그룹에 특히 유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많은 조직에서는 Windows 클라이언트용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UP는 관리 서버에 대한 로드를 줄여 주고 내부 LiveUpdate 서버보다 설정이 쉽
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Symantec Endpoint
Security 클라우드 콘솔

Symantec Endpoint Security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 콘솔입니다.
Symantec Endpoint Security는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완전 클라우드 관리 버전입니
다. 다음 옵션 중 하나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온-프레미스 전용)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Security(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 및 클
라우드)
Enrolling a domain in the cloud console from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영문)

• Symantec Endpoint Security(클라우드 전용)
Upgrading to Symantec Endpoint Security from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Symantec Endpoint Security는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제품을 한 곳에 통합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Symantec Integrated Cyber Defense Manager(ICDm)에서 실행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보안을 향상시키고 제품 관리를 돕는 다양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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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즉시 설정 및 실행

보안 요구 사항을 평가하여 기본 설정으로 성능과 필요한 보안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몇 가지 성능
향상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후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설치 및 보호하기 위해 즉시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1단계: 설치 구조 계획
• 2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준비 후 설치
• 3단계: 그룹, 정책 및 위치 추가
• 4단계: 통신 설정 변경으로 성능 개선
• 5단계: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 6단계: 클라이언트 배포 방법 결정
• 7단계: 설치를 위해 클라이언트 준비
• 8단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설치
• 9단계: 시스템이 원하는 그룹에 나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지 확인

관리 서버를 설치한 후 수행해야 하는 작업

1단계: 설치 구조 계획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아키텍처를 결정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크기와 지리적 분포에 대해 고려하십시오.

우수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요인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보호가 필요한 시
스템 대수, 광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시스템을 연결하는지 여부 또는 컨텐츠 업데이트를 예약하는 빈도가 있습니다.

• 네트워크가 소규모이고 하나의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500개보다 적으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한 개만 설치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규모가 아주 크면 추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추가 사이트를 설치하고 복제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중복 기능을 제공하려면 사이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은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드 균형 조정 및 대역폭 분산을 위해 여러 대의 관리 서버를 추가로 설
치해야 합니다.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설치 계획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izing and Scalability Best
Practices White Pap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아키텍처 고려 사항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2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준비 후 설치

1. 관리 서버를 설치하는 시스템이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조: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려면 로컬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계정으로 로그온해야 합니
다.

3.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결정하
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에는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 단계에는 혼합 모
드 또는 Windows 인증 모드를 사용하도록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구성 또는 생성(이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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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 인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특히 관리 서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SQL Server 구성 설정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4. 먼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설치합니다. 설치한 후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설치를
즉시 구성합니다.
관리 서버를 구성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 결정하십시오.
– 관리 콘솔에 로그온할 때 사용할 암호
– 중요 통지 및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 암호화 암호(설치하는 동안 선택한 옵션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기본 관리 서버 설정 정보
설치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3단계: 그룹, 정책 및 위치 추가

1. 그룹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성하고 각 그룹에 다른 보안 수준을 적용합니다. 기본 그룹을 사용하고, 네트워
크가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그룹을 가져오거나 새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 그룹 구조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톱
– 랩톱
– 서버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그룹 조직 방법
그룹 추가

2. 위치를 사용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다른 정책 및 설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네트워크 내부인지 외부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시스템에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화벽 외부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
는 시스템은 방화벽 안의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외부에 있는 모바일 시스템이 시만텍 LiveUpdate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정의를 업데이트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Best Practice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Location Awareness(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
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에 위치 추가

3. 다른 정책 또는 설정을 사용하려는 그룹 또는 위치에 대한 상속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룹은 기본 상위 그룹, My Company에서 정책 및 설정을 상속합니다. 하위 그룹에 다른 정책을 할당하려
하거나 위치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먼저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위 그룹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 상속은 클라우드에서 수신한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라
우드 정책은 클라우드에 정의된 대로 상속을 따릅니다.

그룹의 상속 실행 중지
4. 각 정책 유형에서 기본 정책을 수락하거나 새 정책을 생성하고 수정하여 각각의 새 그룹이나 위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본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추가
해야 합니다.

4단계: 통신 설정 변경으로 성능 개선

각 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수정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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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모드 대신 풀 모드로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시점을 제
어하십시오.

• 하트비트 간격을 늘리십시오. 서버당 클라이언트가 100개 미만인 경우 하트비트를 15-30분으로 늘리십시오. 클라이언
트가 100개에서 1,000개 사이인 경우 하트비트를 30-60분으로 늘리십시오. 더 큰 환경에서는 더 긴 하트비트 간격이 필
요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즉시 중요 이벤트를 업로드하도록 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다운로드 무작위화는 하트비트 간격의 1-3배 사이로 늘리십시오.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5단계: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제품 설치 후 60일 이내에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활성화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용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6단계: 클라이언트 배포 방법 결정

환경의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가장 적합한 클라이언트 배포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패키지 저장 또는 웹 링크 및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원격 강제 설치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에서는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할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격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 간에 원격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포트 및 프로토콜을 비롯한 기존 방화벽을 수정하십
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통신 포트

– 로컬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계정으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일부이면 로컬 관리자에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
공하는 계정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호스팅하는 시스템에 로그온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일부가 아닌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관리자 인증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Windows 및 Mac 시스템 원격 배포 준비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7단계: 설치를 위해 클라이언트 준비

1.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시스템이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호스팅하는 시스템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조: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으로 제거할 수 없는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Windows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제거하십시오.
이 기능으로 제거되는 제품 목록은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removal support 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
문)에서 확인하십시오.
Linux 시스템 또는 Mac 시스템에서 모든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특수한 제거 루틴을 사용하거나 자체 보호 구성 요소를 실행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타사 소프
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버전 14부터 표준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Windows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도록 설치 패
키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설치합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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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설치

1.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하는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를 생성하십시오. 기본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중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워크스테이션용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의 경우 사용자 환경의 메일 서버에 적용되는 이메일 검사기 보호 옵션을 선
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Microsoft Exchange 메일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Microsoft Outlook 검사기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업데이트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설치 옵션을 결정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에
는 대상 설치 폴더,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의 제거, 설치 완료 후 재시작 동작이 포함됩니다. 기본 클라이언트 설치 설
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2.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옵션의 선택 사항과 함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생성한 다음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 배포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는 Mac 또는 Windows 시스템에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웹 링크 및 이메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와 동시에 타사 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나 시스템 수준의 변경
을 초래하는 타사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가능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9단계: 시스템이 원하는 그룹에 나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지 확인

관리 콘솔의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보기를 클라이언트 상태로 변경하여 각 그룹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열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이름 열에는 관리 서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대해 녹색 점이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 상태 열에는 각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마지막으로 통신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 재시작 필요 열에는 보호를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 정책 일련 번호 열에는 최신 정책 일련 번호가 표시됩니다. 정책은 한두 번의 하트비트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정책이 즉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확인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2. 보호 기술 보기로 변경하고 바이러스 차단 상태에서 임의 변경 방지 상태 사이에 있는 열(두 항목 포함)의 상태가 실행으
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3.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 일련 번호가 최신 번호인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 연결 확인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빠른 시작 설명서
이 설명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다운로드, 설치 및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500개 이하의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를 처음으로 기본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의 최신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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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전: 시스템 요구 사항 검사
• 1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파일 다운로드
• 2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 3단계: 라이센스 활성화 및 그룹 추가
• 4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 5단계: 최신 정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 6단계: 데이터베이스 백업 설정 확인
• 부록 A: 추가 리소스 및 설명서

• 설치 전: 시스템 요구 사항 검사
• 설치 전: 시스템 요구 사항 검사

설치 전: 시스템 요구 사항 검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수
행하십시오.

1. SymDiag를 다운로드하고 설치 전 검사를 실행하여 시스템이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릴리스 정보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1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파일 다운로드

브Broadcom Support Portal을 통해 최신 버전의 시만텍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라이센스 키를 검색하고 제품
을 활성화하십시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Symantec Getting Started(영문). 아래쪽의 On-Premises Security Products로 스크롤하십시오.
•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Symantec software(영문)

2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Broadcom Support Portal을 통해 시만텍 소프트웨어를 찾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으면 고객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
으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폴더에서 파일을 두 번 눌러 모든 파일을 추출하십시오. 파일 열
기 -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실행을 누르십시오.

2. 설치 버전에 따라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버전 14.2 MP1a(14.2.1023.0100) 이상의 경우 파일이 추출되는 위치는 C:\Users\username\AppData\Local

\Temp\7zXXXXXXXXX입니다. 여기서 XXXXXXXXX 부분은 문자 및 숫자로 구성된 임의의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Setup.exe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설치 메뉴를 열어 두십시오. 메뉴를 닫으면 임시 디렉터리
의 모든 파일이 삭제됩니다.
설치 파일을 저장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임시 폴더로 이동하여 해당 내용을 선택한 위치에 복사하십시오. 설치 파일
에는 Tools 디렉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4.2 MP1a(14.2.1023.0100) 이전 버전의 경우 추출 대상 위치를 입력하거나 찾아본 다음 추출을 누르십시오. 추출이
완료되면 Setup.exe를 찾아 두 번 누르십시오.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를 누르십시오.
4. 라이센스 계약에 있는 조건과 모든 기본 메시지에 동의하여 설치를 계속하고 설치를 누르십시오.
5.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 시작 창에서 기본 구성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된 설치(예: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경우 사용자 정의 구성을 누르십시오.

6.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필드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통지를 보낼 이메일 주소
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관리 서버에서 통지와 암호 재설정 이메일을 받도록 메일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메일 서버 정보를 입력
한 다음 테스트 이메일 전송을 누를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테스트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다음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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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가 완료된 후 LiveUpdate를 실행할지 여부. 설치하는 동안 LiveUpdate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4.3 MPx 이
하)

– 시만텍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할지 여부.
– 파트너 정보(라이센싱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
이 단계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8. 구성 완료 창에서 마침을 눌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시작하십시오.
9.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화면이 나타나면 6단계에서 생성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로
그온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admin입니다.

클라이언트 수가 500개 이하인 환경에서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자 정의 구성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문서에서 추가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4.1 이상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언제든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nrolling a domain in the cloud console from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영문)을 참조
하십시오.

3단계: 라이센스 활성화 및 그룹 추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면 시작 화면이 나타나고 일반 태스크에 대한 여러 링크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거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화면을 열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오른쪽 상단에서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누르십시
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다른 일반 태스크에 대한 안내 비디오를 보려면 제품 안내를 누르십시오.

제품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화면의 라이센스 상태에서 제품 활성화를 누르십시오.
2. 주문 이행 이메일에 있는 .SLF 라이센스 파일 또는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따라 라이센스를 설치하십시오.

클라이언트 그룹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데스크톱, 랩톱 및 서버를 위해 별도의 그룹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의 왼쪽 창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내 회사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그룹 추가를 누르십시오.
4. 내 회사에 그룹 추가 대화 상자에서 그룹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정책 상속과 같은 그룹 설정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포할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인증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의 경우 관리되지 않는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왼쪽 창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앞서 생성한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클라이언트 설치를 누르십시오.
4.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 시작 창에서 새 패키지 배포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설치 패키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와 일치하는 운영 체제를 선택하십시오.
6.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다음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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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설치 패키지:
• 설치 기능 세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 설정인 클라이언트 전체 보호를 유지하십시오.
• 설치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 설정인 Windows용 기본 표준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기본 설정에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재시작 설정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먼저
추가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추가한 후 옵션을 눌러 사용자 정의 패키지를 선택하십시오. Creating
custom client installation packages 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 콘텐츠 옵션 옆에서 바이러스 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 Mac 설치 패키지:
업그레이드 설정의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 Linux 설치 패키지:
다음을 누르십시오. Linux 패키지는 웹 링크 및 이메일 또는 패키지 저장 배포 방법에만 제한됩니다.
Installing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Linux client (14.3 MP1 and earlier)(영문)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 설치

7. 원격 강제 설치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8. 네트워크 찾아보기 탭에서 작업 그룹 또는 도메인을 찾아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강제 설치할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시스템을 선택한 후에 >> 옵션을 눌러 해당 시스템을 오른쪽 창에 추가하십시오.

9. 원하는 시스템을 추가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10.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발송을 누르십시오.
강제 설치가 완료되면 배포 요약 창에 강제 설치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11.다음을 누른 다음 마침을 눌러 마법사를 종료하십시오.
이 창에 설치 파일이 복사되었는지 표시됩니다.

12.클라이언트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클라이언트에 추가된 클라이언트 그룹에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5단계: 최신 정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왼쪽 창에서 홈을 누르십시오.
2. 엔드포인트 상태 상자의 Windows 정의에서 관리자 최신 업데이트와 시만텍 최신 업데이트의 날짜를 비교하십시오.

3.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누르고 지금 LiveUpdate 실행을 누른 후 다운로드를 누르십시오.

6단계: 데이터베이스 백업 설정 확인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왼쪽 창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내 사이트) > SQLEXPRESSSYMC를 누르십시오.

14.3 MPx 이하의 경우 localhost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백업 설정 탭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기본적으로 백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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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추가 리소스 및 설명서

Product guides and manual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Best practice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Communication ports that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uses(영문)

Error: "...services require user rights" or "...cannot read the user rights" during installation or configuration(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관리 서버 및 콘솔을 설치하려면 몇 가지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 마법사에서 완료된 각 태스크 옆에는 녹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최신 시스템 요구 사항은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
문)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Symantec 제품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동일한 서버에 설치될 경우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해당 제품의 필요한 모든 구성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ftware compatibility with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및 구성에서는 가상 서비스 계정이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보안 정책을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자동으로 로컬 보안 정책을 변경하
고 도메인 보안 정책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알려 줍니다. 설치하기 전에 보안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How to assign
user rights to the Windows Security Policie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ervices(영문)를 참조하십시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대한 모든 액
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원격으로 설치할 Windows Serv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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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준비하려면 먼저 해당 시스템에서 원격 제어를 허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콘솔 세션을 함께 사용하거나, 원격 데스크톱에서 콘솔 세션을 섀도잉해야 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2를 IPv6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경우 IPv4를 실행 중지하더라도
Java를 위한 IPv4 스택이 있어야 합니다. IPv4 스택이 제거된 경우 Java가 작동하지 않으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가 실패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제품이 다운로드되면 전체 설치 파일을 하드 디스크 같은 물리적 디스크에 추출하십시오. 그런 후 물리적 디스크에서

Setup.exe를 실행하십시오.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설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설치 파일을 열고 Setup.exe를 두 번 누르십시오.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를 누른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를 누르십시오.

3. 설치 이벤트 순서를 검토하고 다음을 눌러 시작하십시오.

4. 라이센스 계약 창에서 동의함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5. 대상 폴더 창에서 기본 대상 폴더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대상 폴더를 지정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설치를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 서버 및 콘솔의 설치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을 누
르십시오.

7. 초기 설치가 완료되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십시오. 다음을 누르십시오.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설치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사용자 정의 구성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처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작 및 실행

설치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요구 사항에 맞게 관리 서
버를 구성하십시오.

설치 이후에도 언제든지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구에서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2. 새 설치의 기본 구성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기본 구성을 사용할 경우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14.3 RU1부터)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버전 14.3 MPx 이하에서는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설치됩니다.

3. 회사 이름, 기본 관리자인 admin의 암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또는 지정된 메일 서버를 사용하도록 상세 내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테스트 이메일 전송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이 이메일 계정으로 암호 복구 정보와 기타 중요한 통지를 보내므로 이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구성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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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스트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했으면 다음을 누르십시오.
14.3 MPx 이하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LiveUpdate를 실행할지 여부를 지정하십시오. 다음을 누르십시오. 14.3 RU1부터
는 신규 설치 시 LiveUpdate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6. (선택 사항) 파트너가 시만텍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경우 파트너 정보를 추가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7. 시만텍이 익명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지정한 후 다음을 눌러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시작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생성에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8.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완료되면 마침을 눌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시작하는 옵션을 선택한 상태로 두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로그온한 후 클라이언트 배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설치된 서버의 다음 위치에서 구성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Program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mcat\etc\SEPMConfigurationSummaryInfo.txt

사용자 정의 구성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거나 여러 사이트를 설치하
려는 경우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에서 사용자 정의 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 설정을 사용할 수 있
게 됩니다.

NOTE

데이터베이스 연결 기능을 제공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실행하는 서버에 SQL
Server 클라이언트 도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SQL Server 구성 설정

사용자 정의 구성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2.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에서 새 설치의 사용자 정의 구성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시스템이 500대 미만이면 새 설치의 기본 구성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3. 내 첫 번째 사이트 설치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다음 옵션은 고급 설치용이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최초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사이트에 추가 관리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추가 사이트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및 복제 설정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복제 작동 방법

4. 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 사이트 이름
• 서버 이름
• 포트 번호
기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포트 구성을 변경하려면 먼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 데이터 폴더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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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사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버 데이터 폴더를 다른 드라이브로 재배치하십시오.

5. 데이터베이스 선택 화면에서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 5,000개 이하의 클라이언트에 사용자 정의 구성을 적용하기 위해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
스를 선택할 경우에는 9단계로 이동하십시오. 하지만 이 절차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
이스를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 SQL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실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
시오.

• SQL Serv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서로 다른 물리적 서버에 호스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되는 Microsoft SQL Server 버전에 대해서는 system requirem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6.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NOTE

기존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고급 설치 옵션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설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7. 1단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증 화면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연결할 SQL Server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누르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성공하면 2단계: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섹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8. 2단계: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에서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사용할 상세 내역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증 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9. 회사 이름, 기본 관리자인 admin의 암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또는 지정된 메일 서버를 사용하도록 상세 내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0.테스트 이메일 전송을 누르십시오. 테스트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했으면 다음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이 이메일 계정으로 암호 복구 정보와 기타 중요한 통지를 보내므로 이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구성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11.암호화 암호를 생성하거나 임의 암호를 사용하도록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이 암호는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통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복구 파일에 저장됩니다.

12.설치의 일부로 LiveUpdate를 실행할지 여부를 지정하십시오. LiveUpdate를 새 설치의 일부로 실행하면 배포하는 클라
이언트에서 컨텐츠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십시오.

파트너가 시만텍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파트너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3.시만텍이 익명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지정한 후 다음을 눌러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시작하십시오.

14.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초기화된 후(몇 분 정도 걸림) 마침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시작하는 옵션을 선택한 상태로 두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로그온한 후 클라이언트 배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설치된 서버의 다음 위치에서 구성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Program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mcat\etc\SEPMConfigurationSummaryInfo.txt

데이터베이스 유형 선택

 74

http://entced.symantec.com/sep/14/sysreqs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로그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할 수 있습
니다. 콘솔에 로그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관리 서버를 설치한 시스템에서 로컬로
로컬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관리 서버에 연결된 단독 실행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기능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실행형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기능 로그온

2. 원격 콘솔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관리 서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원격 웹 콘솔 또는 원격
Java 콘솔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보안을 위해 최대 한 시간이 지나면 콘솔에서 로그아웃됩니다. 이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으로 유지되는 시간 만료 기간 변경

로컬로 콘솔에 로그온

로컬로 콘솔에 로그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 프로그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이동
하십시오.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대화 상자에서 설치 중에 구성한 사용자 이름(기본값 admin) 및 암호
를 입력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내 암호 기억 또는 둘 다를 선택하십시오(선택 사항).
잊어버린 암호를 관리자가 재설정할 수 있도록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 표시
– PIV 카드 또는 CAC를 사용하여 로그온하려면 옵션을 누르고 스마트 카드에 로그온을 선택하십시오(14.2 이상). 로
그인/PIN 메시지에 PIN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스마트 카드로 로그온하는 관리자를 인증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 로그온하려면 암호를 입력한 후 즉시 토큰을 입력하십시오. 토큰을 생략하면 로그온 시도가
실패합니다. Symantec VIP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온을 누른 후 앱의 요청을 승인하십
시오. 2분 안에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로그온 시도가 실패합니다.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 구성

콘솔에 도메인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옵션을 누르고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도메인 추가
3. 로그온을 누르십시오.

원격으로 콘솔에 로그온

원격으로 로그온하려면 관리 서버가 설치된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웹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을 사용하여 로그온하는 서버의 컨텐츠를 볼 수 있고 웹 브라우저가 지원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지원되는 웹 브라우
저의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로컬로 로그온하십시오.
2. 홈 페이지의 즐겨찾는 리포트 아래에서 보호 기술별 위험 요소 분포를 누르십시오.
3. 보호 기술별 위험 요소 분포 대화 상자의 하단에서 "You can launch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using:

http://SEPMServer:9090/symantec.html"이라는 텍스트를 찾으십시오.

원격으로 로그온하면 로컬로 로그온한 관리자와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유형에 따라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 및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달라집니다. 작은 조직에서 대부분의 관리자는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온합니다.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및 Windows 7에서는 원격 콘솔에 액세스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하며 관
리 권한을 사용하여 콘솔을 실행해야 합니다. 콘솔 아이콘 또는 시작 메뉴 항목을 관리 권한으로 시작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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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권한으로 원격 콘솔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indows 바탕 화면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아이콘이나 시작 메뉴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2. 속성 > 고급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또는 자세히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십시오.

Windows Server 2016의 경우 관리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NOTE

이전 버전의 제품에 원격 Java 콘솔을 설치한 경우 이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재설치해야 합니다. 14.3부터
는 32비트 버전의 Windows를 실행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씩(Thick) 원격 콘솔에 로그
온할 수 없습니다. Oracle Java SE Runtime Environment는 더 이상 32비트 버전의 Microsoft Windows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14.3부터 원격 웹 콘솔은 JRE 버전 11을 사용합니다.

콘솔에 원격으로 로그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상자에 다음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http://SEPMServer:9090/symantec.html
여기서 SEPMServer 부분은 관리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IP 주소에는 IPv4 및 IPv6가 포함됩니다(14.2 이상). IPv6 주소는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예: http://
[SEPMServer]:9090/symantec.html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웹 액세스 페이지에서 원하는 콘솔 유형을 누르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을 누르면 보안 웹 페이지가 로드되어 JRE(Java Runtime
Environment)를 사용하지 않고 원격으로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을 누르면 로그온할 시스템에 JRE가 설치되어 있어야 Java 클라이언
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JRE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표시되는 메시지를 따라 JRE를 설치하
고 기타 제공된 지침을 모두 따르십시오.
다른 옵션은 원격 관리 솔루션이 아닙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서를 누르면 관리 콘솔의 인
증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이 파일을 웹 브라우저로 가져올 수 있습
니다.

3. 호스트 이름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누르십시오.
이 메시지는 지정된 원격 콘솔 URL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서 이름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
니다. 이 문제는 로그온하고 관리 서버의 시스템 이름이 아닌 IP 주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웹 페이지 보안 인증서 경고가 나타나면 이 웹 사이트를 계속 탐색합니다(권장하지 않음)를 누르고 자체 서명 인증서를
추가하십시오.

4. 표시되는 메시지를 따라 로그온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설치 후 처음으로 로그온하는 경우 계정 이름 admin을 사용하십시오.
로그온 방법에 따라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솔에 여러 도메인이 있는 경우 옵션을 누르고 로
그온할 도메인 이름을 제공하십시오.

5. Java 기반 콘솔을 사용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저장하는 옵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로그온을 누르십시오.
원격 콘솔이 시작되면 하나 이상의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콘솔이 표시될 때까지 예, 실
행, 시작 또는 해당 항목을 계속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필요한 자체 서명 인증서를 수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대한 액세스 허용 또는 차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메시지 표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자체 서명 서버 인증서 수락 정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라이센스 활성화 마법사의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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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유료 라이센스 활성화
• 평가판 라이센스를 유료 라이센스로 변환
• 라이센스 연장
• 초과 배포 상태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유료 라이센스 활성화

선호하는 대리점에서 받은 파일 또는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가져오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Partner
Locato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라이센스 활성화 마법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설치 후에 나타나는 시작 화면.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통해 시작 화면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의 관리 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거나 가져오는 경우 3단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거나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 > 라이센스를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라이센스 활성화를 누르십시오.

3. 새 라이센스 활성화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이 창이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계속하십시오.

4. 라이센스 활성화 창에서 상황과 일치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다음 표에는 각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옵션 설명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선호하는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 라이센스 일련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일련 번호가 있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일련 번호가 있으면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이 있습니다.를 선택하십시오.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
(.slf)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매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즉시 Broadcom으로부터 이메일로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slf 파
일)을 받게 됩니다. 이 파일은 통지 이메일에 .zip 파일로 첨부된 형태로 전송됩니다. .slf 파일을 받은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Note: .zip 파일에서 .slf 파일을 추출해야 해당 파일을 사용하여 제품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Warning! .slf 파일에는 라이센스 고유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일 손상을 방지하려면 해당
컨텐츠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기록용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5. 이전 단계의 선택에 따라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를 선택한 경우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십시오. 추가한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를 검
토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NOTE

일련 번호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시만텍 라이센싱 서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결에 성공하면 시만텍 홈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인사이트 및 시만텍 라이선싱 서버와의 연결을 테스트하는 방법

•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slf)이 있습니다를 선택한 경우 파일 추가를 누르십시오. Symantec 통지 이메일과 함께
온 .zip 파일에서 압축을 푼 .slf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십시오. 열기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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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담당자 및 기본 연락처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공개 관련 고지 사항을 확인한 다음 제출을 누르십시
오.

라이센스를 구입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7. 마침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 구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 구매
다음 상황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 평가판 라이센스가 만료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제품을 환경에 설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판 라
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 라이센스가 만료된 경우.
• 현재 라이센스가 초과 배포된 경우. 초과 배포란 현재 라이센스가 허용하는 것보다 많이 클라이언트를 배포했음을 의미
합니다.

라이센스 구매 방법에 따라 제품 라이센스 일련 번호나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을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라이센스 파일의 파
일 확장자는 .slf입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이메일로 받는 경우 .zip 파일로 이메일에 첨부됩니다. .zip 파일에서 .slf 파일의 압
축을 풀어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구매하거나 연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선호하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라이센스 파일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많은 사용자들
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호스트하는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저장합니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 라이센스
복사본을 다른 시스템이나 이동식 저장 미디어에 저장하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WARNING

라이센스 파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도 파일을 열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라
이센스를 복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요구 사항

필요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 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소수의 클라이언트만 있는 경우 패키지 저장 방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설치 패키지를 배포하고 설치합니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면 타사 배포 소프트웨어나 로그인 스크립트를 통해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패키지가 생성됩
니다.

패키지 저장은 다음과 같은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 구성 옵션을 선택한 다음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폴더에 설치 패키지를 저장합니다.

Windows의 경우 32비트 또는 64비트 운영 체제용 설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패키지는 setup.exe 파일 하
나로 구성되거나 setup.exe 파일을 포함한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setup.exe 파일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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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zip 아카이브 파일 형식을 자동으로 내보냅니다. 파일 권한을 올바르
게 유지하려면 Mac Archive Utility 또는 ditto 명령 같은 기본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카이브 파
일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체제에서는 Mac unzip 명령, 타사 응용 프로그램 또는 Windows 응용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십시오.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누른 다음 필요한 작업에서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새 패키지 배포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패키지 저장은 새 설치 패키지만 설치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Windows 또는 Mac 클라이언트 통신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를 누르십시오.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른 후 4단계를 진행하
십시오.

3.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설치 패키지 유형에 따라 표시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NOTE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
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4. 패키지 저장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찾아보기를 누르고 패키지를 받을 폴더를 지정하십시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 또는 Mac 및 Linux 패키지의 경우 다음을 누르십시오.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새 Windows 패키지인 경우, 단일 .exe 파일(기본값) 또는 별도 파일(.MSI에 필요함)을 선택하십시오.

NOTE

타사 배포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단일 .exe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6. 다음을 누르십시오.

7. 설정 요약을 검토하고 다음을 누른 다음 마침을 누르십시오.

8. 내보낸 패키지를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하십시오.

내보낸 패키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메일로 보내거나, 안전한 공유 네트워크 위치에 패키지를 저장
하거나, 타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지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이든, 관리자/사용자 작업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내에 나타납니다. Mac 클라이언트
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면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Linux 클라이언트는 재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클라이언트 배포 상태에 대한 리포트 실행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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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Mac 시스템에 직접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단독 실행형이든 중앙 관리형이든 단계는 유사합니다.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생성된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Mac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가져와서 언제든지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리 클라이
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NOTE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타사 원격 배포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비하도록 하려면
Exporting and Deploying 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client via Apple Remote Desktop or Casp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Table 19: Mac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 1. Mac 시스템의 폴더로 해당 컨텐츠를 추출한 다음 폴더를 여십시오.
2. SEP_MAC을 여십시오.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dmg를 Mac 시스템의 데스크톱에 복사하십시
오.

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dmg를 두 번 눌러 파일을 가상 디스크로 마운트
하십시오. 그러면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설치됩니다.

Broadcom 지원 포털에서 받은 클라
이언트 설치 패키지 .zip이 있는 경우

1. Mac 시스템의 바탕 화면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이 파일의 이
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zip 또는
Symantec_Endpoint_Protection_version_Mac_Client.zip일 수 있으며
여기에서 version 부분은 제품 버전입니다.

2. 연결 프로그램 > Archive Utility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파일의 컨텐츠를 추출하십
시오.

3. 최종 폴더를 여십시오. 그러면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설치됩니
다.

생성된 가상 디스크 이미지 또는 폴더에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과 추가 리소스 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성공하려면 두 항목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다른 위치에 복사하면 추가 리소스도 복사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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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를 두 번 누르십시오.

2. 설치를 눌러 설치를 시작하십시오.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에 필요한 보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Mac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
호를 입력한 다음 보조 프로그램 설치를 누르십시오.

4. 설치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정을 완료하려면 계속을 누르십시오.

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스
템 확장 인증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차단되어 로드할 수 없습니다. 옆의 허용을 누르십시오.
필요한 경우 잠금 아이콘을 눌러 변경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완벽한 작동을 위해서는 시스템 확장을 인증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OS 10.15 이상의 시스템 확장 인증

전체 디스크 액세스 허용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대화 상자의 개인 정보 보호 탭에서 Symantec 시스템 확장이 Mac 장치
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및 관리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잠금 아이콘을 눌러 변경하십시오.

네트워크 프로필 변경 허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네트워크 콘텐츠를 필터링하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허용을 누르십시오.

6. 완료를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OS 10.15 이상의 시스템 확장 인증
시스템 확장 인증 요구는 macOS 10.15의 보안 기능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완벽한 작동을 위해서는 시스
템 확장을 인증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용 시스템 확장을 인증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정 시 보안 및 개
인 정보 보호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차단되어
로드할 수 없습니다. 옆의 허용을 누르십시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배포 시 커널 확장 인증 관리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대량 배포하는 경우 커널 확장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는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macOS 10.13(High Sierra)부터 적용됩니다. 이 운영 체제는 승인이 로컬 시스템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격 액세스를 통해 커널 확장을 승인하거나 미리 구성된 디스크 이미지를 통해 커널
승인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Mac에서 커널 확장이 올바르게 승인되도록 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Mac 사용자에게 필요한 확장을 승인하도록 지시하십시오. 모든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보안 및 개인 정
보 환경설정 창에서 커널 확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OS 10.13 이상의 커널 확장 인증

• Mac을 MDM(모바일 기기 관리) 솔루션에 등록하십시오. 현재 이 솔루션으로 Mac을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커널 확
장은 macOS 10.13 이전에 적용된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 macOS 10.13.2부터 MDM(Mobile Device Management)에서 팀 식별자를 사용하여 커널 확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macOS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커널 확장을 인증하려면 팀 식별자 9PTGMPNXZ2를 사용하십시오. 이 팀 식
별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MDM 제품군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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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14.3부터 팀 식별자는 Y2CCP3S9W7이고 시스템 확장 이름은
com.broadcom.mes.systemextension입니다.

• NetBoot, NetInstall 또는 NetRestore를 사용하는 경우 디스크 이미지의 배포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
시오.
spctl kext-consent add 9PTGMPNXZ2

이 명령은 시만텍 팀 식별자를 사용하여 Mac의 시만텍 커널 확장을 미리 승인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설정되는 팀 식별자는 Mac 전원이 꺼져도 유지되는 NVRAM(Non-Volatile Random-Access Memory)에
저장됩니다. NVRAM을 재설정하면 커널 확장을 다시 승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창을 통해서도
커널 확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재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널 확장 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Appl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repare for changes to kernel extensions in macOS High Sierra(영문)

Symantec Agent for Linux 또는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
트 설치
(14.3 RU1 이상)

Linux 장치에 직접 Symantec Agent for Linux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Linux 에
이전트를 원격으로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Symantec Agent for Linux를 설치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고 이 설치
패키지를 Linux 장치로 전송한 다음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은 새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등록합니다.

NOTE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은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리 태스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클라우드 콘솔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3 RU1 MP1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14.3 RU1 이상) Symantec Management Agent for Linux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설치 패키지를 생성한 후 다운로드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2. LinuxInstaller 패키지를 Linux 장치로 이동하십시오.
3. LinuxInstaller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드십시오.

chmod u+x LinuxInstaller
4.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LinuxInstaller
명령을 루트로 실행해야 합니다.
설치 옵션 목록을 보려면 ./LinuxInstaller -h를 실행하십시오.

5. 설치를 확인하려면 /usr/lib/symantec으로 이동한 후 ./status.sh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모듈이 로드되었고
데몬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tatus.sh
Symantec Agent for Linux Version: 14.3.450.1000
Checking Symantec Agent for Linux (SEPM) status..
Daemon status:
cafagent running
sisamdagent running
sisidsagent running
sisipsagent running

 82

https://support.apple.com/en-us/HT208019


 

Module status:
sisevt loaded
sisap loaded
## ##는 클라우드 관리 클라이언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3 MP1 이하)

Linux 시스템에 단독 실행 또는 중앙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Linux 클라이언트를 원격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단독 실행형이든 중앙 관리형이
든 설치 단계는 유사합니다.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생성하는 설치 패키지를 사
용하는 것입니다. Linux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가져와서 언제든지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Linux 운영 체제 커널이 사전 컴파일된 자동 보호 커널 모듈과 호환되지 않을 경우 설치 프로그램이 호환되는 자동 보호 커
널 모듈을 컴파일하려고 시도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동 컴파일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설치 프로그램에
서 호환 가능한 자동 보호 커널 모듈을 컴파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보호 기능이 설치되지만 실행 중지되
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upported Linux kernel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NOTE

Linux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superuser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
차에서는 sudo를 사용하여 이 권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14.3 MP1 이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생성한 설치 패키지를 Linux 시스템에 복사하십시오. 패키지는 .zip 파일입니다.

2. Linux 시스템에서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 창을 여십시오.

3. 다음 명령을 통해 설치 디렉터리로 이동하십시오.

cd /directory/

여기서 directory 부분은 .zip 파일을 복사한 대상 디렉터리 이름입니다.

4. 다음 명령을 통해 tmp라는 디렉터리에 .zip 파일 컨텐츠를 추출하십시오.

unzip "InstallPackage" -d sepfiles

여기에서 InstallPackage는 .zip 파일의 전체 이름이고 sepfiles는 추출 프로세스로 설치 파일을 배치할 대상 폴더
를 나타냅니다.

대상 폴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출 프로세스를 통해 폴더를 생성합니다.

5. 다음 명령을 통해 sepfiles로 이동하십시오.

cd sepfiles

6. install.sh에 대한 실행 파일 권한을 올바르게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chmod u+x install.sh

7. 다음 명령을 통해 내장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sudo ./install.sh -i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요소 설치를 시작합니다. 기본 설치 디렉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Symantec/symantec_anti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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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에 대한 기본 작업 디렉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Symantec/LiveUpdate/tmp

명령 프롬프트가 반환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14.3 MP1 이하) 클라이언트 설치를 확인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노란색 방패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누른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열기를 누르십시오. 노란색 방패의 위치는 Linux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
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프로그램 버전, 바이러스 정의, 서버 연결 상태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자동 컴파일

Linux 클라이언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Linux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가져오기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Instal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for Redhat based distributions(영문)

Linux 에이전트 시작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가 Linux 에이전트의 설정을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도록 설정했을 수 있습
니다.

Table 20: Linux 에이전트 시작 단계(14.3 RU1 이상)

단계 태스크 설명

1단계 Symantec Agent for Linux를
설치합니다.

관리자가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의 설치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패키지 다운로드 링크
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 설치

2단계 Linux 에이전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클라우드 콘솔과 통신하
는지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클라우드 콘솔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usr/lib/symantec/status.sh

3단계 자동 보호가 실행 중인지 확인
합니다.

자동 보호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at /proc/sisap/status

4단계 정의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
니다.

LiveUpdate 정의는 다음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opt/Symantec/sdcssagent/AMD/sef/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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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Linux 클라이언트 시작 단계(14.3 MP1 이하)

단계 태스크 설명

1단계 Linux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가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의 설치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패키지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하지 않는 단독 실행 클
라이언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주 시스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관리하고 소
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정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
리 클라이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Linux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가져오기

2단계 Linux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하는지 확인
합니다.

방패를 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번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하는 데 성공하면 관리 아래의 서버 옆에 서버 정보가
표시됩니다. 오프라인이 표시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에게 문
의하십시오.
단독 실행이 표시되면 해당 클라이언트는 단독 실행형입니다.
방패 모양 아이콘도 관리 상태와 통신 상태를 모두 나타냅니다.
Linux 클라이언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3단계 자동 보호가 실행 중인지 확인
합니다.

방패를 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번 클릭합니다. 상태 아래의 자동 보호 옆에 자
동 보호 상태가 표시됩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 보호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av info -a

4단계 정의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
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LiveUpdate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방
패 아이콘을 두 번 누르면 정의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 날짜는 정
의아래에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Linux 클라이언트용 LiveUpdate는 4시간마다 실행됩니
다.
정의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 LiveUpdate를 클릭하여 수동으로 LiveUpdate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LiveUpdate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sav liveupdate -u

5단계 검사를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Linux 클라이언트는 매일 오전 12시 30분에 모든 파일과 폴더를 검
사합니다. 그러나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동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av manualscan -t|--stop pathname

Note: 수동 검사 시작 명령을 실행하려면 superuser 권한이 필요합니다.

리눅스에 대한 시만텍 엔드 포인트 보호 자주 묻는 질문 (리눅스 FAQ에 대한 SEP)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자동 컴파일
(14.3 MP1 이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프로그램은 운영 체제 커널이 사전 컴파일된 자동 보호 커널 모듈과 호환되지
않을 경우 자동 보호 커널 모듈을 자동으로 컴파일합니다. 이 기능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6에서 도입되었습
니다.

활성 자동 보호 모듈이 탐지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 프로세스가 거의 끝났을 때 자동 컴파일러를 실
행하여 호환되는 모듈을 컴파일합니다.

이전에는 Linux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지원되는 커널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자동 보호가 작동했습니다. 또는 자동 보호 커널
모듈을 수동으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자동 컴파일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개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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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nel-devel
• kernel-source
• linux-headers
• build-essentials
• "개발 도구"

소스가 변경된 Linux 커널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커널 모듈이 성공적으로 컴파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러한 Linux 커널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동 컴파일 사용

필요한 경우 설치 중에 자동 컴파일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동 컴파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무 작업도 수행할 필요가 없습
니다.

자동 컴파일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터미널 창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Build Auto-Protect kernel modules from source code successfully

자동 컴파일 프로세스가 생성하는 symap 및 symev용 사용자 정의 드라이버의 파일 이름에는 custom이 포함됩니다. 또한
sepfl-install.log 파일이 있으면 자동 컴파일이 실행되었고 성공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일은 ~/에 저장
됩니다.

자동 컴파일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자동 보호가 설치되기는 하지만 실행 중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터미널 창에는 다음과 유
사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uild Auto-Protect kernel modules from source code failed with error: Number

Number 부분은 오류 코드의 번호를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신되는 오류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파일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inux 클라이언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14.3 MP1 이하)

NOTE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Linux 시스템에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경우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상태
트레이에 노란색 방패 모양의 알림 영역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이 아이콘은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
부와 보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관리 태스크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하지만 다음 태스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GUI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버전 및 바이러스 정의에 대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 자동 보호가 실행되는지 여부와 예약 검사 또는 수동 검사의 상태를 비롯한 클라이언트 보호 상태를 확인합니다.
• LiveUpdate를 실행하여 최신 바이러스 정의 및 제품 업데이트를 가져옵니다.
• 클라이언트가 단독 실행형인지, 아니면 중앙 관리형이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하여 업데이트
된 정책을 수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명령줄에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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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아
이콘 설명

클라이언트가 단독 실행형이고 올바로 작동합니다. 이 아이콘은 단순한 노란색 방패 모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중앙 관리형이고, 올바로 작동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성공적으로 통신합니다. 이 아이콘
은 녹색 점이 있는 노란색 방패 모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중앙 관리형이고, 올바로 작동하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성공적으로 통신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콘은 밝은 노란색 점이 있고 그 안에 검은색 느낌표가 있는 노란색 방패 모양입니다.
자동 보호, 실시간 검사 서비스(rtvscand), 클라이언트 관리 서비스(smcd) 등의 실행 중지된 구성 요소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올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콘은 빨간색 테두리의 흰색 점이 있고 점을 가로지르는 빨간색 슬래시가 있는 노란색 방패 모양
입니다.

Linux 클라이언트 시작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
치
원격 강제 설치는 관리자가 IP 주소 또는 시스템 이름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전송합니다. 패키지
는 대상 시스템에 복사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자가 설치를 시작하거나 권한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
니다.

원격 푸시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 기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선택하거나, 새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거나, 통신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패키지를 생성합
니다.

• 새 설치 패키지의 경우 설치 패키지를 구성하고 생성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패키지를 수신할 네트워크 내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원격 강제 설치는 사용자가 IP 번호 또는 범위를 제공한 특정 시스템을 찾거나 네트워크 찾아보기를 통해 표시되는 모든
시스템을 찾습니다.

NOTE

네트워크 찾아보기 탭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Mac 클라이언트에 푸시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 Bonjour 서비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Installing the Bonjour Service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2.1.5 or later(영문)

Bonjour 서비스는 IPv6 네트워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Pv6 네트워킹만 실행되는 Mac은 네트워크 찾아보
기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IPv6 네트워킹은 14.2부터 지원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지정한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푸시합니다.
패키지가 대상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복사되면 해당 시스템에서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NOTE

Linux 클라이언트는 원격 강제 설치 기능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십시오.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누른 다음 필요한 작업에서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누르십시오.

12.1.x의 경우 일반 태스크 메뉴에서 클라이언트 설치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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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새 패키지 배포를 눌러 새 설치 패키지를 생성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 앞서 생성한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 패키지 배포를 누른 다음 찾아보기를 눌러 설치할 패키지를 찾으십시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가 패키지를 업로드하고 시스템 선택 창(5단계)으로 이동합니다.

•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Windows 또는 Mac 클라이언트 통신 설정을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른 후 4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변환하십시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3. 새 패키지의 경우 그룹 및 설치 기능 세트 선택 창에 표시되는 사용 가능한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표시되는 옵션은
설치 패키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십시오.

NOTE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
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기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4. 원격 강제 설치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시스템 선택 창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신할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찾아보려면 네트워크 찾아보기를 누르십시오.
• IP 주소 또는 시스템 이름으로 시스템을 찾으려면 네트워크 검색을 누른 다음 시스템 찾기를 누르십시오.

시간 만료 값을 설정하여 서버에서 검색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 >을 눌러 목록에 시스템을 추가하고, 마법사가 표시되면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십시오.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려면 향상된 권한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속하는 경우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7. 다음을 누른 후 전송을 눌러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시스템으로 전송하십시오.

배포 요약 창에 배포 성공 메시지가 나타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려면 몇 분이 걸립니다.

8. 다음을 누르고 마침을 누르십시오.

9.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설치된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이든, 관리자/사용자 작업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내에 나타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클라이언트 배포 상태에 대한 리포트 실행

NOTE

Mac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원격으로 설치한 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커널 확장이 인증되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커널 확장을 인증해야 하지만
원격 강제 설치에서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Mac에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시
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허용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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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및 Mac 시스템 원격 배포 준비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웹 링크 및 이메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웹 링크 및 이메일 옵션은 설치 패키지 및 설치 패키지 URL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들은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는 URL을 이메일로 수신합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사용자가 관리자 권
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웹 링크 및 이메일은 다음과 같은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선택하고 구성한 다음 생성합니다.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구성을 위해 표시되는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이메일을 통해 시스템 사용
자에게 통지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할 사용자 목록을 지정
합니다. 사용자는 설명에 따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zip 아카이브 파일 형식을 자동으로 내보냅니다. 파일 권한을 올바르
게 유지하려면 Mac Archive Utility 또는 ditto 명령 같은 기본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카이브 파
일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체제에서는 Mac unzip 명령, 타사 응용 프로그램 또는 Windows 응용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웹 링크 및 이메일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 서버에서 메일 서버로의 연결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 설정

웹 링크 및 이메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십시오.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누른 다음 필요한 작업에서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누르십시오.

12.1.x의 경우 일반 태스크 메뉴에서 클라이언트 설치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서 새 패키지 배포, 다음을 차례로 누르십시오. 웹 링크 및 이메일은 새 설치 패키지만 전송합
니다.

3.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설치 패키지 유형에 따라 표시되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NOTE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
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4. 웹 링크 및 이메일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이메일 수신인 및 메시지 창에서 이메일 수신인 및 제목을 지정하십시오.

이메일 수신인을 여러 명 지정하려면 각 이메일 주소 다음에 쉼표를 입력하십시오. 관리 콘솔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자동
으로 메시지 복사본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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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메일 제목과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한 후 인트라넷 페이지와 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포스팅할 수도 있습니다.

6. 패키지를 생성하고 이메일로 링크를 전송하려면 다음을 누르고 마침을 누르십시오.

7. 시스템 사용자가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하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이든, 관리자/사용자 작업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내에 나타납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면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Linux 클라이언트는 재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클라이언트 배포 상태에 대한 리포트 실행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관리 서버를 설치한 후 수행해야 하는 작업
설치 후 수행할 태스크에는 제품을 설치 및 구성한 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올바른 수준의 보호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수행할 태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주 또는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수행하십시오.

Table 23: 설치 후 수행할 태스크

작업 설명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수정

다음 기본 검사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서버에 대한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가 오프라인이 되는 시간으로 예약 검사 시간을 변경
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 자동 보호에서 위험 요소 추적기를 실행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hat is Risk Tracer?(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위험 요소 추적기의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 Windows 파일 및 프린터 공유가 실행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원격 시스템 그룹 및 서버
그룹에 대한 방화벽 정책
수정

• 오프 사이트 위치에 대한 다음 기본 방화벽 규칙을 실행하도록 유지하여 원격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
화하십시오.
– 외부 시스템에서 로컬 파일 공유 차단
– 원격 관리 차단

• 방화벽 규칙 로컬 시스템에서 로컬 파일 공유 허용을 실행 상태로 유지하여 서버 그룹에 대한 보안을 낮
추십시오. 이 방화벽 규칙은 로컬 트래픽만 허용합니다.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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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응용 프로그램 및 파일을
검사에서 제외

클라이언트가 특정 폴더 및 파일을 검사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예약 검사가 실행될 때마다 메일 서버 디렉터리를 검사합니다. 메일 서버 프로그램
파일과 디렉터리를 검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bout the automatic exclusion of files and folders for Microsoft Exchange server and
Symantec products(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폴더 및 서버를 제외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고유 Microsoft SQL Server 파일을 검사하지 않으려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포함된 폴더의 검사를 방지하는 예외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성능을 향상
시키고 SQL Server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파일이 잠기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 자료 문서 How to exclude MS SQL files and folders using Centralized Exceptions(영
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검사에서 오탐지를 제외해야 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자동 보호 검사의 확장을 통해 파일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 후 빠른 리포트
또는 예약 리포트 실행

빠른 리포트와 예약 리포트를 실행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리포트 유형
빠른 리포트 실행 및 사용자 정의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예약 검사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클라이언트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
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니터, 로그 및 상태를 검토하여 각 그룹에 올바른 보호 수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
시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컨텐츠 저장소 및 클라이
언트 통신 대역폭 요구 사
항 평가

12.1.5 버전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더 이상 여러 개의 컨텐츠 정식 버전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신 정식 버전과 증분 델타만 저장됩니다.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대체로 항상 전체 패키
지가 아닌 델타를 다운로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오래된 드문 경우(3개월 이상)에만 최신
컨텐츠의 전체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정확하게 제어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통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Bandwidth Control for Client Communication(영문)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필요한 저장소 및 대역폭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izing and Scalability
Best Practices White Pap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위험 요소 확산 및 새
위험 요소 탐지 시에 대한
통지 구성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에 대한 통지를 생성하고 위험 요소 확산에 대한 통지를 수정하십시오.
이러한 통지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위험 요소 심각도를 카테고리 1(매우 낮음) 이상으로 설정하여 쿠키 추적에 대한 이메일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지연 시간 설정을 자동으로 유지하십시오.
통지는 보안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시간도 절약해 줍니다.
관리자 통지 설정
통지 관리

처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작 및 실행

참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Recommended Best Practices for Securing an Enterprise Environment(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통신 포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시스템이 타사 방화벽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도 실행하는 경우 특정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는 원격 배포 및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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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간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포트를 열고 응용 프로그램이 포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대한 지침은 방화벽 제품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방화벽 구성 요소는 이미 이러한 포트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WARNING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초기 설치 시 시스템을 재시작할 때까지 실
행 중지됩니다. 방화벽 보호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클라이언트가 재시작될 때까지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방화벽은 시스템이 재
시작될 때 자동으로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합니다.

Table 24: 클라이언트 및 서버 설치와 통신을 위한 포트

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

용도 수신 프로세스 설명 적용 가능한 버전

TCP 139, 445
UDP 137, 138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Windows 시스템으로
배포 전송

svchost.exe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의해 시작됨
(clientremote.exe)

• 구성할 수 없음
TCP 임시 포트도 사용합니다.

모두

TCP 2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Mac 시스템으로 배포
전송

launchd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의해 시작됨
(clientremote.exe)

• 구성할 수 없음

모두

TCP 2967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웹 캐
시 프록시 기능

ccSvcHst.exe(12.1.5 이
상)
Smc.exe(12.1.5 이전)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
이언트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모두

TCP 2968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클라이언
트 인증

ccSvcHst.exe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
이언트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14.2 이상

TCP 2638 자동으로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통신

• sqlserver.exe(SQL
Server Express 데이
터베이스. 14.3 RU1 이
상의 경우)

• dbsrv16.exe(내장 데
이터베이스. 14.3 MP1
이하의 경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모두

TCP 1433 원격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통신

sqlserver.exe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 서버도 TCP 임시 포트를 사용합니
다.

모두

TCP 8443 서버 통신(HTTPS) SemSvc.exe 모든 로그온 정보 및 관리 통신이 이 보
안 포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 Java 기반 원격 콘솔 또는 웹 기반 원
격 콘솔에 의해 시작되거나 복제 파
트너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이 포트에서 수신 대기합
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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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

용도 수신 프로세스 설명 적용 가능한 버전

TCP 8444 Symantec Protection Center(SPC)
2.0용 웹 서비스

SemSvc.exe 이 포트는 Symantec Protection Center
2.0 웹 서비스 포트입니다. Symantec
Protection Center 2.0은 이 포트를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해 데이터 피드 및 워크플
로 요청을 수행합니다.
Symantec Protection Center 2.0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1.x

TCP 9090 웹 콘솔 통신 SemSvc.exe 이 포트는 원격 관리 콘솔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초기
HTTP 통신에만 사용됩니다. 이 초기 통
신에는 설치가 포함되며 로그온 화면만
표시됩니다.
• 원격 웹 콘솔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TCP 임시 포트도 사용합니다.

모두

TCP 801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HTTP)과(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
통신

httpd.exe(Apache)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
이언트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클라이언트도 TCP 임시 포트를 사용합
니다.

모두

TCP 44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HTTPS)과(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
통신

httpd.exe(Apache)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
이언트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 12.1.x의 경우 선택 사항이지만 14.x
의 새 설치에서는 기본값입니다.

클라이언트도 TCP 임시 포트를 사용합
니다.

모두

TCP 44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클라우드 콘솔 간 통
신

prunsvr.exe 클라우드 콘솔의 프록시 우회 목록에 추
가해야 하는 도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Proxy error messages appear in the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loud tab
> Troubleshooting(영문)

14.0.1 이상

HTTPS 44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로밍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콘솔 간 통
신

없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간헐적으로 통신하는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의 중요 이벤트를 클라우드 콘솔로 직
접 업로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클라우드 콘
솔에 등록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로밍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모니터
링

14.2 이상

HTTP 8081
HTTPS 808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Content Analysis
Server 장비 간 통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 서버는 Content Analysis Server 또
는 Malware Analysis Appliance와 통신
할 때 이 포트를 사용합니다.

14.2.x 버전만.
14.3에서는 사용되
지 않음

TCP 8445 원격 보고 콘솔에 의해 사용됨 httpd.exe(Apache) • 보고 콘솔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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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

용도 수신 프로세스 설명 적용 가능한 버전

TCP 8446 웹 서비스 semapisrv.exe(14.x)
SemSvc.exe(12.1.x)

원격 관리 응용 프로그램은 이 포트를 사
용하여 HTTPS를 통해 웹 서비스 트래픽
을 보냅니다.
• RMM(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및

EDR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 Java Remote Console에 사용됨(버
전 14.0.1부터)

모두

TCP 8447 프로세스 런처 semlaunchsrv.exe 이 가상 서비스 계정은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프로세스를 시작하므로 다른
서비스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컬 호스트의 요청만
허용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의해 시작됨
(SemSvc.exe)

• 구성 가능

12.1.5 이상

TCP 8765 서버 제어 SemSvc.ex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for Tomcat 웹 서비스 종료에 사용됩니
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의해 시작됨
• 구성 가능

모두

TCP 1100 원격지 개체 레지스트리 SemSvc.exe AjaxSwing에 RMI 레지스트리를 실행할
포트를 알려줍니다.
• AjaxSwing에 의해 시작됨
• 구성할 수 없음

모두

UDP 514 Syslog 서버로 데이터 전달
(선택 사항)

SemSvc.exe • Syslog 서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의 아웃바운드 트래픽

• Syslog 서버로의 인바운드 트래픽
• 구성 가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송신 및 발신 트래픽에는
UDP 임시 포트가 사용됩니다.

• Windows Vista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이 실행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 소
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설치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를 배포하
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해당 방화벽을 구성하십시오.

• 배포한 후에 Windows 방화벽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허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포트 445).

Windows 방화벽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은 Windo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관리 서버 설정 정보

Windows 및 Mac 시스템 원격 배포 준비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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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설치 및 제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이언트의 설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수
• 사용할 데이터베이스(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또는 Microsoft SQL Server)
• 여러 사이트를 설정할지 여부
• 장애 조치 서버를 설정할지 여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기능
• 사용할 배포 방법

네트워크 아키텍처 고려 사항
회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 없이 테스트 목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약
간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고 특성과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작업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준비가 되면 조직 구조 및 컴퓨팅 필요성을 바탕으로 배포를 계획해야 합니다.

배포를 계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여 보안 정책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설치된 시스템의 보안 및 가용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원격 콘솔
관리자는 콘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원격 시스템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 원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이 원격 콘솔 요구 사항을 충
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로컬 및 원격 시스템
원격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이 느릴 수 있습니다. 로컬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설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노트북 시스템과 같은 휴대용 시스템
휴대용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시스템에 LiveUpdate 예약을 실행하는
LiveUpdate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 인하지 않는 휴대용 시스템은 다른 정책 업데이트
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 안전한 지역에 있는 시스템
안전한 지역에 있는 시스템의 경우 안전한 지역에 있지 않는 시스템과는 다른 보안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는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포함하
여 모든 보호되지 않는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작 및 실행

데이터베이스 유형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및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구성 프로세스 중에 생성됩니다. 관리 서버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성하기 전에는 콘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95



 

Table 2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유형 설명

Microsoft SQL Server
Express(기본값)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시 기본적으로 자동 설
치됩니다.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는 구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SQL Server보다 설치하기가 더
쉽습니다. SQL Server Express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부 구성이 필요합니다.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5,000개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14.3 MP1 이하 버전에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내장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기본 관리 서버 설정 정보

내장 데이터베이스 내장 데이터베이스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시 기본적으로 자동 설치됩니다. 내장 데
이터베이스는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장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5,000개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이 옵션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SQL Server
와 SQL Server Native Cli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적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SQL Server Native Client를
SQL Server와 같은 버전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SQL Server 구매 및 설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SQL Server를 사용하는 각 관리 서버는 최대 18,000개
의 클라이언트(14.x)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이보다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관리 서버를 하
나 더 설치하면 됩니다.

• 장애 조치와 로드 균형 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추가 관리 서버를 사이트 파트너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사이트 수 결정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경우 먼저 로컬 또는 원격 서버에 SQL Server의 인스턴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 서버와 통신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SQL Server 구성 설정

기본 관리 서버 설정 정보
다음 값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할 때의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정의 구성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값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통신 포트

Table 26: 기본 서버 설정

설정 기본값 설명

사이트 이름 내 사이트(기본값)
사이트 로컬 호스트 이름 (사
용자 정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나타나는 사이트의 이름. 모든 기능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여 구성 및 실행되는 최상위 수
준 컨테이너의 사이트 이름.

서버 이름 로컬 호스트 이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실행하는 시스템의 이름.
서버 데이터 폴더 SEPM_Install\dat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백업, 복제된 로그 및 기타 파일을 포

함한 데이터 파일을 넣는 디렉터리입니다. 이 디렉터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
다.
기본적으로 SEPM_Install 설정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32비트 시스템(12.1.x만 해당)의 경우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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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기본값 설명

암호화 암호 없음 이 암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과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
을 암호화합니다.
기본 구성을 선택하면 암호화 암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요약 화면에서 이 정보
를 인쇄하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구성을 선택하면 임의의 암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사용자 고
유의 암호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는 6~32자의 영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암호를 기록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에는 암호를
변경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원할 백업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 재해
복구를 할 때 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사용자 이름 adm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처음 로그온할 때 사용되는 기본 사
용자 이름입니다. 이 값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암호 없음 서버를 구성할 때 관리자 계정용으로 지정한 암호입니다.
나중에 관리 서버를 다시 구성하려면 원래 관리자 암호가 필요합니다. 암호를 기록
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메일 주소 없음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시스템 통지가 전송됩니다.

SQL Server 구성 설정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는 경우 SQL Server에 대한 특정한
구성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전에 시만텍 설치 및 구성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새 SQL Server 인스턴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
니다. 기존 인스턴스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인스턴스를 올바르게 구성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실
패합니다. 예를 들어 대소문자가 구분되는 SQL 데이터 정렬을 선택하는 경우 설치가 실패합니다.

WARNING

원격 SQL Server 통신의 보안 수준을 최대한 높이려면 두 서버 모두 동일한 보안 서브넷 내에 배치하십시오.

Table 27: SQL Server 필수 구성 설정

구성 설정 설치 요구 사항

인스턴스 이름 기본 인스턴스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SEPM과 같은 이름을 생성하십시오.
기본적으로 Sem5라는 데이터베이스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설치할 때 SQL
Server 인스턴스 내에 생성됩니다. 기본 이름이 지원되지만 한 시스템에 여러 인스턴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인증 구성 혼합 모드 또는 Windows 인증 모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인증 모드

sa 암호 혼합 모드 인증을 설정할 때 이 암호를 설정하십시오.
활성화된 프로토콜 TCP/IP
TCP/IP용 IP 주소 IP1 및 IP2 실행
IP1, IP2 및 IPALL용
TCP/IP 포트 번호

TCP 동적 포트는 빈칸으로 남겨두고 TCP 포트 번호를 지정하십시오. 기본 포트는 일반적으로 1433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이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는 동적 포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격 연결 실행해야 합니다. TCP/IP 프로토콜도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원격 서버에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SQL Server 클
라이언트 구성 요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SQL Server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에는 BCP.EXE가 포함됩니다. SQL Server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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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 구성 요소의 버전 번호는 사용하는 SQL Server의 버전 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설치 지침은 SQL Server 문서를 참
조하십시오.

설치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 구성 단계 중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값을 선택 및 입력합니
다. 데이터베이스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 내려야 하는 결정에 대해 잘 알아보십시오.

다음 표에는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수 있는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Table 28: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설정

설정 기본값 설명

서버 이름 로컬 호스트 이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실행하
는 시스템의 이름.

서버 데이터 폴더 SEPM_Install\dat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백업, 복
제 및 다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파
일을 비롯한 데이터 파일을 보관하는 폴더. 이 폴더가 없
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SEPM_Install 설정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32비트 시스템(12.1.x만 해당)의 경우 C:\Program Files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
니다.

암호화 암호 없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과 클라이
언트 사이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암호. 암호는 6~32자의
영숫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입니다.
암호를 기록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데이터베
이스를 생성한 후에는 암호를 변경하거나 복구할 수 없
습니다. 또한 복원할 백업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 재
해 복구를 할 때 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데이터베이스 서버 로컬 호스트 이름 SQL Server가 설치된 시스템 및 인스턴스(선택 사항)
의 이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이름이 없는 기본
인스턴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호스트 이름 또는 호스트
의 IP 주소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
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명명된 인스턴스가 설
치되어 있으면 호스트 이름\Instance_name 또는 IP 주
소\Instance_name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
을 선택하십시오. 단, 호스트 이름 부분은 DNS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원격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이 실행되
고 있는 시스템에 SQL Server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SQL Server 포트 1433 SQL Server로 트래픽을 보내거나 SQL Server에서 트래
픽을 받는 데 사용되는 포트.
포트 0의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포트 0은 임의의 협
상된 포트를 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sem5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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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기본값 설명

데이터베이스 사용
자 이름

sem5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의 이름. 사용자 계
정에는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표준 역할
이 있습니다. 이름은 영문자 값과 특수 문자 ~ # % _
+ = | : .. 특수 문자 ` ! @ ' $ ^ & * ( ) -
{ } [ ] " \ / < ; > ,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ysadmin, server admin, setupadmin, securityadmin,
processadmin, dbcreator, diskadmin, bulkadmin 등의
이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 없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과 연결된 암호. 이름은
영숫자 값과 특수 문자 ~ # % _ + = | : . /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 ! @ * ( ) { }
[ ] ; ,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QL Server 기본 클
라이언트 폴더

SQL Server 2005(12.1.x): ## ####\90\Tools
\Binn
SQL Server 2008: ## ####\100\Tools\Binn
SQL Server 2012: ## ####\110\Tools\Binn
SQL Server 2014 / 2016 / 2017 / 2019: ## ###
#\Client SDK\ODBC\110\Tools\Binn

bcp.exe가 들어 있는 로컬 SQL 기본 클라이언트 디렉터
리의 위치.
표시된 설치 경로는 Microsoft SQL Server의 기본 경로
를 나타냅니다. 설치 디렉터리 부분은 Microsoft SQL
Server의 설치 드라이브 및 디렉터리를 나타냅니다.
SQL Server 기본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SQL Server
버전에 해당하는 Microsoft TechNet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Installing SQL Server Native Client(영문)

서버 사용자 이름 없음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 계정의 이름이며 일반적으로
sa입니다.

서버 암호 없음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 계정(일반적으로 sa)과 연결
되는 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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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기본값 설명

데이터베이스 데이
터 폴더

기본값을 누르면 자동으로 탐지됩니다.
SQL Server 2005 (12.1.x): ## ###
#\MSSQL.1\MSSQL\Data
SQL Server 2008: ## ###
#\MSSQL10.MSSQLSERVER\MSSQL\Data
SQL Server 2008 R2: ## ###
#\MSSQL10_50.MSSQLSERVER\MSSQL\Data
SQL Server 2012: ## ###
#\MSSQL11.MSSQLSERVER\MSSQL\Data
SQL Server 2014: ## ###
#\MSSQL12.MSSQLSERVER\MSSQL\Data
SQL Server 2016: ## ###
#\MSSQL13.MSSQLSERVER\MSSQL\Data
SQL Server 2017: ## ###
#\MSSQL14.MSSQLSERVER\MSSQL\Data
SQL Server 2019: ## ###
#\MSSQL15.MSSQLSERVER\MSSQL\Data

SQL Server 데이터 폴더의 위치. 원격 서버에 설치하는
경우 볼륨 식별자가 원격 서버의 볼륨 식별자와 일치해
야 합니다.
표시된 설치 경로는 Microsoft SQL Server의 기본 경로
를 나타냅니다.
• SQL Server 2005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면 인
스턴스 이름이 MSSQL 다음에 마침표, 숫자 식별자
와 함께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MSSQL.n\MSSQL
\Data

• SQL Server 2008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면 인
스턴스 이름이 MSSQL10 다음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MSSQL10.인스턴스 이름\MSSQL\Data

• SQL Server 2008 R2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
면 인스턴스 이름이 MSSQL10_50 다음에 추가됩니
다. 예를 들면 \MSSQL10_50.인스턴스 이름\MSSQL
\Data

• SQL Server 2012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면 인
스턴스 이름이 MSSQL11 다음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MSSQL11.인스턴스 이름\MSSQL\Data

• SQL Server 2014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면 인
스턴스 이름이 MSSQL12 다음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MSSQL12.인스턴스 이름\MSSQL\Data

• SQL Server 2016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면 인
스턴스 이름이 MSSQL13 다음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MSSQL13.인스턴스 이름\MSSQL\Data

• SQL Server 2017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면 인
스턴스 이름이 MSSQL14 다음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MSSQL12.인스턴스 이름\MSSQL\Data

• SQL Server 2019의 명명된 인스턴스에 설치하면 인
스턴스 이름이 MSSQL15 다음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MSSQL13.인스턴스 이름\MSSQL\Data

SQL Server 기본 인스턴스 및 명명된 인스턴스의 파일
위치

Note: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인스턴스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기본값을 누르면 정확한 설치 폴더가 표시됩
니다. 기본값을 누른 후 정확한 설치 폴더가 나타나지 않
으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인증 모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은 두 가지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인증 모드를 지원합니다.

• Windows 인증 모드
• 혼합 모드

SQL Server는 Windows 인증 또는 혼합 모드 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혼합 모드 인증을 사용하면 Windows
또는 SQL Server 인증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 모드를 사용하도록 SQL Server를 구성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은 Windows 인증 또는 혼합 모드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Windows 인증 모드를
사용하도록 SQL Server를 설정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도 Windows 인증 모드를 사용하도록 구성해
야 합니다.

Windows 인증 모드를 사용하는 원격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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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Directory 환경에서 배포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QL Server가 동일한 Windows 도
메인에 위치해야 합니다.

• Workgroup 환경에서 배포하는 경우 로컬 시스템과 원격 시스템의 Windows 계정 인증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SQL Server 구성 설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제거하면 서버 및 콘솔이 제거됩니다. 제거 중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
이스 백업 파일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제거하려면 응용 프로그
램을 제거, 복구 또는 변경할 수 있는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다시 설치하려는 경우 제거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CleanWipe 유틸리티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Uninstal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관리
물리적 시스템이든 가상 시스템이든 보호하려는 모든 시스템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Table 29: 클라이언트 시스템 설치 태스크

작업 설명

클라이언트 시스템 식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가 실행되고 있
는지 확인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호스팅하는 시스템에는 클라이언트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시스템 요구 사항은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그룹 확인(선택 사
항)

클라이언트가 속할 시스템 그룹을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조직에 맞는 시스템 유형 또는 필요한 보안 수
준을 기준으로 클라이언트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이
나 후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구조와 같은 기존 그룹 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배포 및 설치를 위해 클라
이언트 시스템 준비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원격 푸시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클라이언트 소프트
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려면 시스템에 대한 로컬 관리 권한이 있는 인증 정보를 입
력해야 합니다.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클라이언트를 원격으로 배포하고, 설치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성공적으로 통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Windows 및 Mac 시스템 원격 배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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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기능 확인 및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배포

사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십시오. 나중에 배포하거나 타사 도
구를 사용하여 배포할 사용자 정의된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와 동시에 타사 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나
시스템 수준의 변경을 초래하는 타사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시 바람직하
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
템을 재시작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할 기능을 결정합니다. 설치 패키지를 내보내거나 배포하기 전에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기능 세트와 설치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설치 설정에는 설치 폴더와 재시작 설정이 포함
됩니다. 기본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와 설치 설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제거할지 여부를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을 구성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설치 상태 확인 클라이언트 설치가 성공했는지와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콘솔에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해야 할 수 있
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설치 후 추가적인 단계를 수행하여 단독 실행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거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성능을 최
적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작 및 실행

Windows 및 Mac 시스템 원격 배포 준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배포하기 전에 원격 설치에 성공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원격 설치에만 관련됩니다. 후에 이러한 변경을 되돌릴 수 있
지만 다른 원격 설치를 수행하려면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원격으로 Linux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
트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Table 30: 모든 시스템에서 원격 배포를 준비하는 태스크

태스크 상세 내역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
한 관리 권한 확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속한 경우, 원격 강제 설치를 위해 도메인 관리자 계정 인증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포하는 시스템 각각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인증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 설정 수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요소 간 통신을 허용하도록 방화벽 설정을 수정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통신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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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상세 내역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
어 제거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 12.1 RU1 MP1 이상에는 선택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로 제거되지 않는 모든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Note: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특수한 제거 루틴을 사용하거나 자체 보호 구성 요소를 실행 중지해야 할 수 있
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배포하기 전에 이 도구를 구성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에 제거가 실행됩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
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
거

버전 14부터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기존 설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
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 배포의 일부로 이 옵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포하기 전에 이 도구를 구성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에 제거가 실행됩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지원되지 않는 또는 소비
자 시만텍 보안 소프트웨
어 제거

Symantec AntiVirus 또는 Symantec Client Security 같은 지원되지 않는 시만텍 보안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
거하십시오. 이러한 제품에서 직접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Norton Internet Security 같은 소비자 브랜드 시만텍 보안 제품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최신 버전에 대한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Table 31: 원격 배포를 위한 Windows 클라이언트 준비 작업

운영 체제 태스크

Windows Vista, Windows
7 또는 Windows Server
2008/2008 R2 시스템 준
비

Windows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로컬 관리 계정이 C$ 및 Admin$와 같은 원격 관리 공유에 원격으로 액세스
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레지스트리 키 LocalAccountTokenFilterPolicy를 실행 중지하면 원격 배포 중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완전히 실행 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UAC 원격 제한을 실행 중지하는 방법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upport.microsoft.com/kb/951016(영문)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공유 마법사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공유 마법사를 실행하면 원격 강제 설치 중에 고급 공유 옵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통해 네트워크 검색 기능을 실행하십시오.
네트워크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검색에는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본 관리자 계정을 실행하여 계정에 암호를 할당하십시오.
로컬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비어 있는 경우 원격 강제 설치가 실패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속한 경우, 원격 강제 설치를 위해 로컬 관리자
권한이 있는 도메인 관리자 계정 인증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설치를 강제할 때 사용하는 계정에 관리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원격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실행하고 시작하십시오.
• Windows Defender를 실행 중지하거나 제거하십시오.
이러한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repare Windows 8 /
8.1 or later, or Windows
Server 2012 / 2012 R2 or
later computers(영문)

배포하기 전에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레지스트리 키 LocalAccountTokenFilterPolicy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UAC 원격 제한을 실행 중지하는 방법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upport.microsoft.com/kb/951016(영문)

• 원격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실행하고 시작하십시오.
• Windows Defender를 실행 중지하거나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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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원격 배포를 위한 Mac 클라이언트 준비 작업

운영 체제 태스크

지원되는 모든 운영 체제
의 Mac 시스템 준비

배포하기 전에 Mac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시스템 기본 설정 > 공유 > 원격 로그인을 누르고 모든 사용자의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관리자와 같은 특
정 사용자의 액세스만 허용하십시오.

• Mac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숨김 모드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숨김 모드를 실행하면 원격 강제 설치 시
네트워크 검색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Mac에서 숨김 모드를 실행 중지하려면 다음 문서를 참조하고 현재 사용 중인 Mac 운영 체제 버전을 선
택하십시오.
Use stealth mode to keep your Mac more secure(영문)

• SSH(Secure Shell)에 사용되는 포트를 방화벽이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포트는
TCP 포트 22입니다. 이 포트는 원격 로그온을 위해 필요한 통신을 허용합니다.

• Bonjour 서비스는 IPv6 네트워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찾아보기 또는 네트워크 검색에 Mac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IPv4 네트워킹도 실행해야 합니다.
IPv6 네트워킹은 14.2부터 지원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통신 포트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정의 또는 로컬 기반 정의를 다운로드
할지 여부 선택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지정할 경우 클라우드에서 또는 로컬에서 정의를 다운로드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
다. 클라우드 기반 옵션에는 표준 클라이언트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는)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크 네트워크 설치를 포함합니다.

NOTE
나중에 클라이언트 설치 이후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표준 클라이언트, 내장 또는 VDI, 다크 네트워크)을
변경하려면 먼저 기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해당 설정을 재구성한 다음, 새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재설치해야 합니다.

표준 클라이언트(버전 14부터) 표준 클라이언트(12.1.x)

• 클라우드에 있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
어 정의를 사용합니다.

• 디스크에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만 설치합니다.
표준 클라이언트는 기존 표준 또는 다크
네트워크 Windows 클라이언트에 비해
디스크 크기가 약 80~90% 더 작습니다.

• 전체 설치가 아닌 델타로 자동 업그레이
드를 처리합니다.

• 클라우드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를 사용할 수 없지만 다운로드 인사이트 및
SONAR에 대한 평판 조회를 사용합니다.

• 전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세트를 설치합니다.
• 전체 설치가 아닌 델타로 자동 업그레이드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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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버전 14부터)

• 클라우드의 정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클라우드에 가끔 연결되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에 사용하도록 만들
어졌습니다.

• 전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세트
를 설치합니다.

• 기존 표준 크기 클라이언트와 유사하며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다운로
드 인사이트 및 SONAR에 대해 평판 조
회를 사용합니다.

• 전체 설치가 아닌 델타로 자동 업그레이
드를 처리합니다.

내장/VDI 클라이언트(버전 14부터) 내장/VDI 클라이언트(12.1.6부터)

• 클라우드에 있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
어 정의를 사용합니다.

•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를 설
치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다크 네트워크
Windows 클라이언트에 비해 디스크 크
기가 약 80~90% 더 작습니다.

• 내장/VDI 클라이언트는 표준 클라이언트
보다 더 많은 크기 최적화를 포함합니다.
–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 프로그램 캐시
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변경 사항
은 설치 패키지를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먼저 복사하지 않을 경우 제어판을
통해 설치를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없
음을 의미합니다.

– 내장 클라이언트는 표준 클라이언트
보다 더 많은 폴더에서 NTFS 압축을
사용합니다.

• 전체 설치 패키지로 자동 업그레이드를
처리하며 델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클라우드에 있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를 설치합니다.
기존 클라이언트는 기존 표준 Windows 클라이언트에 비해 디스크 크기가 약 80~90%
더 작습니다.

• 이 클라이언트는 12.1.x 표준 클라이언트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
다. 방화벽, 다운로드 인사이트, 침입 차단 및 SONAR를 포함하는 모든 보호 기능을 설
치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위해서는 시스템 잠금 기능을 사
용하십시오.

• 최신 내장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크기 최적화를 포함합니다.
• 전체 설치 패키지로 자동 업그레이드를 처리하며 델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2.1.6에 도입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한 후에는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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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클라이언트 설치 방법

옵션 설명

저장 패키지 이 설치 옵션은 관리 서버에 저장한 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배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설치 패키지를 생성
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로컬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원격 푸시 원격 강제 설치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서 자동으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원격 푸시 설치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로컬 관리자
권한이 없어도 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Windows 및 Mac 시스템 원격 배포 준비

웹 링크 및 이메일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로컬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웹 링크 및 이메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설치 옵션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 정의한 후 설치 시 해당 옵션을 선택해
야 합니다. 설치 옵션에는 설치할 보호 기술, 설치 대상 폴더 및 설치 후의 재시작 동작이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통해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하는 경우 기능 세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능 세
트는 클라이언트에 설치되는 보호 구성 요소를 지정합니다. 기본 기능 세트를 선택하거나 기능 세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시스템의 역할 및 시스템에 필요한 보안 수준 또는 성능에 따라 설치할 기능 세트를 결정하십시오.

설치 후 모든 보호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able 34: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Windows)

기능 세트 설명

클라이언트에 대한 고급 보호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톱 및 랩톱 시스템에 권장됩니다.
모든 보호 기술을 포함합니다. 랩톱, 워크스테이션 및 데스크톱에 적합합니다. 다운로드 완벽 보호 및 메
일 프로토콜 보호를 포함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최대한의 보안을 위해 고급 보호를 사용하십시오.

서버에 대한 고급 보호 서버용으로 권장됩니다.
이메일 검사기 보호를 제외한 모든 보호 기술이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
버를 포함하여 최대의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한 모든 서버에 적합합니다.

서버에 대한 기본 보호 처리량이 많은 서버에 권장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과 기본 다운로드 보호가 포함됩니다. 침입 차단은 처리량이 많은 서버에서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옵션은 최대의 네트워크 성능이 필요한 모든 서버에 적합합니다.

Mac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과 침입 차단 기능을 설치합니다. Mac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
지에 대한 기능은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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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기능만 설치합니다.

기능 세트 사용자 정의

보호 기능의 하위 집합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자 정의 기능 세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호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 좋
습니다.

Mac 또는 Linux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의 기능은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설치 패키지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추가를 누르십시오.

3.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추가 대화 상자에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고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호 기능을 선택하십시
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려면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내
보낸 후 패키지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타사 배포 도
구로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에서는 새로운 제품 버전을 릴리스할 때 이따금씩 업데이트된 설치 파일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기
능을 사용하면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관리되는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Table 35: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관련 태스크

태스크 설명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구성

설치할 특정 클라이언트 보호 기술을 선택하고 설치와 최종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용 또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용으로 패키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를 단일 실행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있는 일련의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배포 방법과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 실행 파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가져오는 방법
관리되지 않는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업데이트 가져오기

업데이트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데이
터베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없는 시스템에 배포하는 데 사용
할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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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한
Windows 및 Mac 클라이
언트 업그레이드

내보낸 패키지를 한 번에 하나씩 시스템에 설치하거나 내보낸 파일을 동시에 여러 시스템에 배포할 수 있습
니다.
시만텍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경우 관리자는 먼저 해당 업데이트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추가하여 내보내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
트 배포 도구로 재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를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
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적은 개수의 테스트 시스템으로 그룹
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클라이언트에서 LiveUpdate를 실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LiveUpdate 설정 정책에 따라 업데이트가 허용되면
LiveUpdate로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삭제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업그레이
드 기능이 이전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빌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하는 업그레이드 패키지 크기가 줄어듭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의 패키지 저장을 사용할 때 제공되지 않는 옵션이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내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정책을 사용하여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ndows의 경우 32비트 또는 64비트 설치 패키지만 필요하거나 Linux의 경우 DPKG 또는 RPM 설치 패키지만 필요할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내보낸 후에는 이를 배포합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의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내보낸
Windows 및 Mac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보낸 패키지를 클라이언트에 직접 설치하거나 타사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용 또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용 설치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패키지 모두에 사용
자가 할당하는 기능, 정책 및 설정이 있습니다.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용 패키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용 패키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콘솔에서 관리
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통해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단독 실행 Windows 또는
Mac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NOTE

원격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내보내는 경우 패키지는 원격 콘솔이 실행되는 시스템에서 생성됩니다.
또한 여러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 각 도메인별로 패키지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올바른
도메인 그룹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내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패키지 설치를 누르십시오.

2. 설치 패키지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누르십시오.

3.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창의 패키지 이름에서 내보낼 패키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내보내기를 누르십
시오.

4. 찾아보기를 눌러서 내보낸 패키지가 포함될 폴더를 찾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NOTE

패키지 내보내기는 더블 바이트 문자나 high-ASCII 문자가 있는 디렉터리는 지원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선택을
차단합니다.

5. 설치 목표에 따라 다른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옵션은 내보내는 설치 패키지의 유형 및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대화 상자의 내보내기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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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보내기 설정

6. 확인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가져오기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가져오기
다음과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복원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전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 패키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항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을 클라이언트 버전과 동일하거나 이후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NOTE

.exe 또는 .zip 파일 패키지와 같은 실행 가능한 패키지를 직접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info
파일은 패키지에 대한 설명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델타 업데이트를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
언트의 이후 빌드로 적절히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은 .info 파일 형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웹 콘솔에서는 단일 파일(예: .zip 또는 .exe 파일 형식)로만 패키지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디렉터리로 가져오는 설치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다음 두 파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product_name.dat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product_name.info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중에 이 파일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설치 파일의 SEPM/Packages 폴더에서 패키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2. 콘솔에서 관리 > 설치 패키지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추가를 누르십시오.

4.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추가 대화 상자에서 패키지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5. 찾아보기를 누르십시오.

6. 폴더 선택 대화 상자에서 새 패키지의 product_name.info 파일(1단계에서 복사한 패키지의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선
택을 누르십시오.

7. 성공적으로 완료됨 메시지가 나타나면 닫기를 누르십시오.

설치 파일을 배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려면 이 패키지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 이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패키지를 가져온 후에는 시스템 > 관리 로그에 "패키지가 생성됨" 이벤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SEP 12.1 RU5 32비트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패키지를 배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와 유사한 텍스트로 설명됩니다.

로그 보기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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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및 컨텐츠 업데이트 크기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제품 패치, 컨텐츠 업데이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며 저장소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 패치는 클라이언트 패키지에 대한 정보와 각 언어 또는 로케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패치도 새로운 전체 클라이언트 빌드를 생성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크기에는 최대 수준의 클라이언트 로깅 및 보호 기술이 실행되는 경우의 클라이언트 설
치 패키지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36: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크기

클라이언트 유
형/정의 유형 *바이러스 정의 설치 여부 64비트 패키지(MB) 32비트 패키지(MB)

예 188 175표준 및 내장(14)
CoreDefs-3** 아니요 93 81

예 288 276다크 네트워크(14)
CoreDefs-1.5 아니요 93 80

예 335 316표준(12.1.6)
CoreDefs-1 아니요 86 70

예 182 165축소(내장/VDI)(12.1.6)
CoreDefs-3 아니요 86 70

이러한 패키지의 경우 더 큰 하트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에는 작업 환경에서 권장되지 않는 패킷 수준 방화
벽 로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록이 실행 중지되어 있고 관리 서버에서 다운로드할 새 정책 또는 컨텐츠가 없
는 경우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더 작은 하트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낮은 경우 바이러스 정의 없이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설치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
하는 즉시 전체 바이러스 정의 세트가 수신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방화벽, IPS, SONAR, 시스템 잠금, 응용 프로그램 제어, 호스트
무결성 컨텐츠 등의 모든 기능이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유형 간의 차이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의 크기에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컨텐츠 업데이트가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시스템에서 더 적은 저장소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리 서버는 여러
개의 전체 리비전을 저장하는 대신 단 하나의 전체 컨텐츠 리비전과 증분 델타만을 저장합니다. 12.1.6에서는 전체 컨텐츠
업데이트에 약 470MB가 필요합니다.

NOTE

14 이상에서는 LiveUpdate 서버,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다른 컨텐츠와 동일한 방법으
로 보안 패치를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Endpoint Protection 보안 패치 다
운로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사용자 정의 Windows 클라이언트 설
치 패키지 생성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및 클라이언트 기능 세트를 구성하여 Windows를 위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
치 패키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를 사용하면 설치 경로, 설치 후 재시작 동작, 설치 패키지의 타
사 보안 제품 제거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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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및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구성은 Windows 설치 패키지에만 적용됩니다. 관리자 > 설
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통해 Macintosh 또는 Linux 설치 패키지를 내보낼 수 있지만 구성 옵션은
다릅니다.

Table 37: 사용자 정의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기 위한 태스크

태스크 상세 내역

새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
트 설치 설정 구성 생성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사용하여 설치 동작을 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는 경우 여기에서 구성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사용자 정의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새 사용자 정의 기능 세트
생성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는 보호 기술을 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새 사용자 정의 설치 패키
지 생성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내보낼 때 생성한 사용자 정의된 설정 파일에서 선택합니다. 또한 패키지를 저장
할 위치와 패키지가 단일 파일(.EXE) 또는 파일 폴더인지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와 함께 사용자 정의 설치 설정 및 사용자 정의 기능 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 Windows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클라이
언트 설치 옵션 설정은 설치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옵션을 정의합니다. 대상 설치 폴더, 설치 로그를 실행 중지할지 여부, 설
치 후 재시작 설정 등의 옵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을 선택하거나,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에서 사용자 정의 클라이
언트 설치 옵션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한 상세 내역을 상황별 도움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 배포의 경우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 설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배포를 사용하는 경우
Microsoft Outlook과 같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연결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재시작해야 합니다.

무인 설치(진행률 표시줄만 표시)를 사용할 경우 Windows에 팝업 창이 하나 이상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
러한 팝업 창을 보지 못해도 설치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원격 배포 시에는 인터렉티브 설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치 유형은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일부 운영 체제에서는 보안 기능(Windows 세션 0 격리)으로 인해 인터렉티브 설치 마법사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
터렉티브 설치 유형은 로컬 설치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32비트 운영 체제와 64비트 운영 체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및 자동 업그레이드에 적용할 설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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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설치 폴더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재설정하려는 경우 사용자 정
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패키지를 내보내거나 배포할 때 또는 자동 업그레이드를 설정할 때 이 사
용자 정의 설정을 적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추가를 누르십시오.

기본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파일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설정 파일을 적용할 운영 체제를 선택하십시오.

4.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5. 이러한 탭에서 제공되는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Windows: 기본 설정 및 재시작 설정
• Mac: 재시작 설정 및 업그레이드 설정

Mac 클라이언트의 재시작 및 업그레이드 설정은 자동 업그레이드에만 적용됩니다(버전 14 이상).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눌러 이러한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거나 자동 업그레이드를 구성하는 경우 설치 설정 옆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생성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새 설치 패키지를 구성하
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또는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구성을 생성하거나 수정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음 배포하는 동안 이 사용자 정의 구성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제거하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보려
면 Endpoint Protection 14의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특수한 제거 루틴
을 사용하거나 자체 보호 구성 요소를 실행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ac 또는 Linux 클라이언트 패키지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
언트 패키지를 배포하기 전에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NOTE

버전 14.2에 대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전 버전의 설치 패키지에 대해 이 기능을 실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 14.2에서 버전 14.0.1 클라이
언트 패키지에 대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경우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버전 14 이상에서는 Windows 제어판 같은 표준 방법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를 제
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에서 별도의 옵션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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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생성한 패키지에서만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구성하려면 콘솔의 관리 페이지에서 설치 패키지를 누른 후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추가를 누르십시오.

NOTE

이전에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구성을 생성한 경우, 태스크에서 수정한 다음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기존 사용자 정의 구성을 수정해도 이전에 내보낸 설치 패키지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3. 기본 설정 탭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 손상된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제거되지 않은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거(14)를 사용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4. 선택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읽은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 구성에 대한 다른 옵션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5. 확인을 눌러 구성을 저장하십시오.

6.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배포하려면 콘솔의 홈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
사를 시작하십시오.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누른 다음 필요한 작업에서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누르십시오.

7.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서 새 패키지 배포, 다음을 차례로 누르십시오.

기존 패키지 배포를 사용하여 이전에 생성한 설치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절차에 설명된 구성과 같
은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구성을 사용하여 이러한 패키지를 내보내야 합니다.

8. 그룹 선택 및 기능 세트 설치에서 Windows 설치 패키지를 선택하십시오. 설치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전 절차에서
생성하거나 수정한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다음을 누르십시오.

9. 사용할 배포 방법을 누르고 다음을 눌러 선택한 배포 방법으로 진행 과정을 완료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Endpoint Protection 14의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
다음 표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가 제거할 수 있는 타사 보안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클
라이언트 설치 설정 대화 상자에서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옵션을 선택하면 이러한 제품이 제거됩니다.

지원되는 제품 목록에 없는 보안 제품은 SEPprep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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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클라이언트 설치 마법사가 제거하는 타사 보안 제품의 목록

버전 타사 제품

14.3 RU1 Endpoint Protection 14.3 RU1의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
14.3 MP1 14.3 MP1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옵션이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다운로드 폴더의 Tools/TPAR 폴더에 있는 TPAR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Readme는 About the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removal feature 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3 MP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있고 14.0 ~ 14.3 버전의 클
라이언트를 위한 설치 패키지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conf.properties 파일에
scm.uninstall.thirdparty.security.software.enabled=true를 추가한 다음 관리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0 ~ 14.3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removal in Endpoint Protection 14(영문)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의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
다음 표에는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이 제거할 수 있는 타사 제품 및
제품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모든 버전의 제품을 제거합니다.

Table 39: 클라이언트 설치 마법사가 제거하는 타사 보안 제품의 목록

설정 설명

Avast AntiVirus
AVG AVG Protection
ESET ESET Endpoint Antivirus / ESET Endpoint Security

ESET Remote Administrato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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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F-Secure F-Secure Anti-Spyware
F-Secure Anti-Spyware Scanner
F-Secure Anti-Virus Client Security Installer
F-Secure Automatic Update Agent
F-Secure Backweb
F-Secure Browsing Protection
F-Secure CustomizationSetup
F-Secure DAAS2
F-Secure Device Control
F-Secure Diagnostics
F-Secure E-mail Scanning
F-Secure FWES
F-Secure GateKeeper Interface
F-Secure Gemini F-Secure GUI F-Secure Help
F-Secure HIPS
F-Secure Internet Shield
F-Secure Localization API
F-Secure Management Agent
F-Secure Management Extensions
F-Secure NAC Support
F-Secure NAP Support
F-Secure NIF
F-Secure Offload Scanning Agent
F-Secure ORSP Client
F-Secure Policy Manager Support
F-Secure Protocol Scanner
F-Secure Safe Banking Popup
F-Secure Sidegrade Support
F-Secure Software Updater
F-Secure System File Update
F-Secure TNB
F-Secure Uninstall
F-Secure Anti-Virus

Kaspersky Kaspersky Endpoint Security
Kaspersky AES Encryption Module
Kaspersky Anti-Virus for Windows Servers
Kaspersky Security for Windows Servers
Kaspersky Anti-Virus for Windows Workstations
Kaspersky PURE
Kaspersky Small Office Security
Kaspersky AntiVirus / Kaspersky Internet Security
Kaspersky Endpoint Security 8 for Windows Console Plug-in
Kaspersky Anti-Virus SOS
Kaspersky Security Center Network Agent

 115



 

설정 설명

McAfee McAfee Endpoint Security Web Control
McAfee Endpoint Security Firewall
McAfee Endpoint Security Threat Prevention
McAfee Endpoint Security Platform
McAfee Desktop Firewall
McAfee VirusScan Enterprise
McAfee Firewall Protection Service
McAfee Virus and Spyware Protection Service
McAfee Browser Protection Service
McAfee SiteAdvisor Enterprise
McAfee Agent
McAfee Product Improvement Program
McAfee Host Intrusion Prevention

Sophos Sophos Endpoint Agent
Sophos Patch Agent
Sophos Network Threat Protection
Sophos System Protection
Sophos Client Firewall
Sophos Anti-Virus
Sophos Exploit Prevention
Sophos Remote Management System
Sophos AutoUpdate
Sophos Endpoint Defense

Trend Micro Trend Micro OfficeScan Agent

14.3 MP1 이상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대화 상자에서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옵션을 사용하는 설치 패키지를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TPAR을 사용하십
시오. 하지만 14.3 MP1 SEPM이 있고 14.3 MP1 이전의 SEP 클라이언트를 위한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conf.properties에 scm.uninstall.thirdparty.security.software.enabled=true를 추가한 다음 관
리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 14.0 ~ 14.3에는 클라이언
트 측 기능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해당 버전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에는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Windows 클라이
언트 시스템은 설치 후 자동으로 재시작되지만 필요한 경우 밤 사이 사전 예약된 시간에 재시작되도록 사용자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설치 패키지를 내보내거나 배포하기 전에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을 구성하여 설치 후 재시작 옵션
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그룹의 재시작 옵션을 구성하여 위험 요소 교정 또는 새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이후 클
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설치 후 재시작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푸시했을 때 Mac 시스템에 로그
인되어 있는 사용자가 없으면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하드 재시작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설정은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
니다.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재시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 후 자동으로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관리 서버에서 재시작 명령을 실행하여 언제든지 Mac 및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관리 서버에서 재시작 명령을 사용하여 재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시간 중에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도록 예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강제로 즉시 재시작하거나 사용자에게 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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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재시작 명령을 보내면 항상 하드 재시작이 수
행됩니다.

1.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위협 교정 및 새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재시작 옵션을 구성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
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그룹을 선택한 다음 정책을 누르십시오.

3. 정책 탭에서 일반 설정을 누르십시오.

4. 일반 설정 대화 상자의 재시작 설정 탭에서 재시작 방법과 예약을 선택하십시오.

일부 재시작 옵션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재시작이 수행될 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나타나는 통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메시지는 보안 위험 요소 교정
또는 새 컨텐츠 다운로드 후에 재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선택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7.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 탭에서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8. 클라이언트 탭에서 클라이언트를 선택하고 시스템에서 명령 실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클라이언트 시
스템 재시작을 누르십시오.

9. 예를 누르고 필요한 재시작 옵션을 지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일부 재시작 옵션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0.선택한 그룹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11.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 탭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그룹에서 명령 실행을 누른 다음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
작을 누르십시오.

12.예를 누르고 필요한 재시작 옵션을 지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일부 재시작 옵션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및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또는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리
되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테스트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제어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이 주
로 오프사이트인 경우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기본 설정과 다른 보안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교체하면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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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와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차이점

유형 설명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관리합니다.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보안 정책 및 바이러스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데는 콘솔을 사용합니다.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GUP, 인터넷 및 LiveUpdate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설치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제품 설치 중
• 설치 후 콘솔에서
버전 14.0.1 이상의 클라우드 관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주 시스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하지 않으며 콘솔을 통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리되지 않는 클라
이언트는 네트워크에 가끔 연결하거나 전혀 연결하지 않습니다. 주 시스템 사용자가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
언트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보안 정책 및 바이러스 정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및 LiveUpdate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가져오는 방법
관리되지 않는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가져오는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관리되지 않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Broadcom Support Portal(영문)에서 독립 실행형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 Broadcom Support Portal(영문)에서 전체 설치 파일 내의 폴더를 복사하십시오.
전체 설치 파일에서 폴더 복사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기본 정책 및 설정 또는 사용자 정의 정책 및 설정으로 단독 실행 클라이언
트를 내보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내보내기

NOTE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지침은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
오.

1. 독립 실행형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Broadcom Support Portal(영문)에 로그인하십시오.

2.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Symantec_Endpoint_Protection_version_All_Clients_lang.zip

여기서 version 부분은 버전 번호를 나타내고 lang 부분은 언어(영어의 경우 EN)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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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내용을 하드 드라이브에 추출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Windows의 경우: 32비트 또는 64비트 .exe 파일을 대상 시스템에 복사하십시오.
• Mac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 .zip 파일을 대상 시스템에 복사하십시오.
• Linux의 경우: Linux 클라이언트 .zip 파일을 대상 시스템에 복사하십시오.

5. 전체 설치 파일 내의 폴더를 복사하려면 Broadcom Support Portal(영문)에 로그인하십시오.

6.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Symantec_Endpoint_Protection_version_Full_Installation_lang.exe

여기서 version 부분은 버전 번호를 나타내고 lang 부분은 언어를 나타냅니다.

7. 파일을 두 번 눌러 내용을 추출하십시오.

8.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14.2 MP1a(14.2.1023.0100) 이상 버전의 경우, 파일이 추출되는 위치는 C:\Users\username\AppData\Local
\Temp\7zXXXXXXXXX, 여기서 XXXXXXXXX 부분은 문자 및 숫자로 구성된 임의의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해당 폴
더로 이동하십시오. 설치 메뉴를 닫지 마십시오.

• 14.2 MP1a(14.2.1023.0100) 이전 버전의 경우, 추출 대상 폴더를 입력하거나 찾아본 다음 추출을 누르십시오. 추출
이 완료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9.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Windows의 경우: SEP 폴더(32비트) 또는 SEPx64 폴더(64비트)를 대상 시스템에 복사하십시오.
• Mac의 경우: SEP_MAC 폴더를 대상 시스템에 복사하십시오.
• Linux의 경우: SEP_LINUX 폴더를 대상 컴퓨터에 복사하십시오.

1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내보내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십시오.

11.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기본 정책 및 설정과 함께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내보내십시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사용자 정의 정책 및 설정과 함께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내보내십시
오. 권장 사항은
Recommended policies and settings for unmanaged client installation packages(영문)
그룹 정책을 통해 단독 실행 Mac 클라이언트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Windows, Mac 또는 Linux용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zip 파일인 경우 설치하기 전에 모든 컨텐츠의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및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관리되지 않는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관리되지 않거나 자체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 많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Windows 시스템에 직접 설치하며 사용자 입력을 통해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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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는 클라이언트 및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NOTE

관리되는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 단계는 비슷합니다.
인터렉티브 설치에만 사용자 입력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옵션 진행률 표시줄만 표시 및 자동에는
사용자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Windows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NOTE

사용자 정의 정책으로 구성된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명된 일부 창이 표시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에서 설명하는 설치 창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건너뛰십시오.

1. Setup.exe를 두 번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물리적 디스크를 구입하여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
동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Setup.exe를 두 번 누르십시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를 누르십시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가져오는 방법

2. 라이센스 계약 창에서 동의함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3. 설치 유형 창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대부분의 일반적인 옵션에 대해 일반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를 눌러 설치를 구성하고 다음을 누르고, 보호 유형을 선택한 후 다시 다음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4. 설치 마법사에 메시지가 표시되면 자동 보호 실행 및 LiveUpdate 실행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5. 파일 평판 데이터 제출 창에서 시만텍에 파일 평판 데이터를 익명으로 제공하지 않으려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 해제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는 해당 확인란을 선택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라도 유료 라이센스 없이 평판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관리되는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센싱

6. 프로그램 설치 준비 창에서 설치를 누르십시오.

7. 마법사 완료 창에서 마침을 누르십시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버전 14부터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기존 클라이언트 설치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CleanWipe 유틸리티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 배포에서나 이 기능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손상
되거나 오작동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를 제거하는 용도로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거되지 않은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인
하십시오.

• 이 기능은 사용자가 생성한 설치 패키지 버전을 비롯한 최신의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을 제거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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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원되지 않는 제품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1.x, Symantec AntiVirus 10.x, Symantec Client Security 3.x
및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의 모든 버전도 제거합니다.

• 이 기능이 14 이전의 버전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설치 패키지를 생성할 때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을 실행하도록 설정하여 버전 12.1.6 MP4에 대한 패키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이 기능은 이 기능이 포함된 설치 패키지보다 나중에 나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된 롤백 중에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기능이 실행된 상태로 잘못된 패키지 유형을 배포한 경우 이 기능이 제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2비트 패
키지를 64비트 시스템에 배포한 경우 패키지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가 제거
되지 않습니다.

• GPO 배포를 통한 설치와 같이, .MSI 파일을 직접 사용하는 설치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기능은 수동 업그레이드나 자동 업그레이드 시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제품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만 사용
합니다.

• 이 기능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 이 옵션은 Windows LiveUpdate만 제거합니다(사용하는 다른 시만텍 제품이 없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기능은 자동으로 실행되며 상태 화면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이 옵션은 설치 유형을 강제로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 제거가 완료된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이 재시작을 연기하거나 건너뛰도록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CleanWipe 제거 도구를 다운로드하여 Endpoint Protection 제거

Endpoint Protection 14의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Windows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는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구성하여 배포합니다(버
전 14부터).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한 제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사전 설치 제거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기타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Uninstal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장치를 차단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후에도 장치가 차단됩니다. 제거하기 전에 장치 제어 정책을 실행 중지하지 않은 경우 Windows 장치 관리자를 사용
하여 장치를 차단하십시오.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의 관리 페이지에서 패키지 설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차례로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추가를 누르십시오.

NOTE

이전에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구성을 생성한 경우, 태스크에서 수정한 다음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기존 사용자 정의 구성을 수정해도 이전에 내보낸 설치 패키지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3. 기본 설정 탭에서 제거되지 않은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4. 메시지를 읽은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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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메뉴 표시줄에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콘을 통해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합니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관리 사용자 인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한 후 제거를 완료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지 않은 모든 작업을 저장하고 열려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
았는지 확인하십시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연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거를 누르십시오.

2. 제거를 다시 눌러 제거를 시작하십시오.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에 필요한 보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Mac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
호를 입력한 다음 보조 프로그램 설치를 누르십시오.

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Mac 관리자의 사용
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암호는 Mac의 관리 암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거가 완료되면 지금 재시작을 누르십시오.

제거가 실패하면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Uninstal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Symantec Agent for Linux 또는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
트 제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스크립트로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합니다.

NOTE

Linux 시스템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superuser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sudo를 사용하여 이 권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14.3 RU1 이상) Symantec Management Agent for Linux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Linux 시스템에서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 창을 여십시오.
2. 다음 디렉터리로 이동하십시오.

/usr/lib/symantec/
3. 다음 내장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Symantec Agent for Linux를 제거하십시오.

./uninstall.sh
4. 제거가 완료된 후 재시작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Uninstall.sh 스크립트는 Symantec Agent for Linux(sdcss-caf, sdcss-sepagent및 sdcss-kmod)의 모든 구성
요소를 제거합니다.
[root@localhost symantec]# ./uninstall.sh
Running ./uninstall.sh (PWD /usr/lib/symantec; version 2.2.4.41)
Uninstalling Symantec Agent for Linux (SEPM) ...
Removing packages sdcss-caf sdcss-sepagent sdcss-kmod sdcss-scripts
Symantec Agent for Linux (SEPM) uninstalled successfully.
A reboot is required to complete un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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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reboot your machine at the earliest convenience.

(14.3 MP1 이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Linux 시스템에서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 창을 여십시오.

2. 다음 명령을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cd /opt/Symantec/symantec_antivirus

이 경로는 기본 설치 경로입니다.

3. 다음 명령을 통해 내장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을 제거하십시오.

sudo ./uninstall.sh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요소 제거를 시작합니다.

4. 프롬프트에 Y를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르십시오.

명령 프롬프트가 반환되면 제거가 완료됩니다.

NOTE

일부 운영 체제에서, /opt 폴더의 컨텐츠만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파일일 경우 제거
프로그램 스크립트도 /opt를 삭제합니다. 이 폴더를 다시 생성하려면 다음 명령: sudo mkdir /opt를 입력
하십시오.

패키지 관리자나 소프트웨어 관리자 사용을 제거하려면 Linux 배포에 해당하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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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의 최신 릴리스로 업그레이
드 및 마이그레이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최신 릴리스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항목을 참조하여 SEP 14.x의 최신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새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이 정보는 호환되는 버전의 제품
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 알려진 문제 및 해결 방법
•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최신 버전에 대한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및 지원되지 않는 업그레이드 경로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 Migration Considerations(영문)

Table 4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태스크 설명

1단계: Broadcom Download Center
에서 최신 버전 다운로드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Symantec software(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 베스트 프랙티 스를 준수하여 업그레이드 중에 네트워크의 보호를 극
대화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타사 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네트워크나 시스템 수준의 변경을 초래하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업그레이드 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시
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 Windows 10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12.1.6 이하 버
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먼저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ndpoint Protection Support for Windows 10(영문)을 참조하십시오.

• 여러 버전을 관리하는 대신 전체 네트워크를 최신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Endpoint Protection 14.x에 대한 업그레이드 베스트 프랙티스
2단계: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재해 복
구 준비

클라이언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사용
하는 데이터베이스, 로그 및 복구 파일을 백업하십시오. 세부적인 단계는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3단계: 복제 관계 분리 업데이트하려는 관리 서버가 다른 관리 서버를 복제하는 경우 복제 관계를 분리하십시오. 업그레
이드 중에 복제 파트너가 복제를 시작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te: 관리 서버 간의 관계를 분리하는 것은 복제 파트너를 제거하는 것과 다릅니다. 복제 파트너
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 서버 간 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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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3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 중지

새 버전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사이트에서 관리 서버 서비스를 수동으로 중지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 서비스는 SEPM에서 실행되는 Syslog 서비스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이러한 서
비스로 인해 SEPM 파일 또는 폴더가 잠기면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후에
는 관리 서버가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리 서버가 다른 관리 서버를 복제하는 경우 SEPM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리 서버 서비스가 중지
된 기간 동안 복제가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ote: 업그레이드 중 복제 방지

4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소프트웨어 업
그레이드

네트워크의 모든 사이트에서 기존 버전 위에 새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십시오. 기존 버전은 자동으로 탐지되며 모든 설정은 업그레이드 중에 저장됩
니다.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업그레이드 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ICDm 클라우드 콘솔(하이브
리드 관리)에 등록한 경우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해당 도메인은 등록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업그레이드 후 모든 도메인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우드 콘솔에 도메인 등록

5단계: 업그레이드 후 복제 관계 복원 업데이트한 관리 서버가 다른 관리 서버를 복제하는 경우 복제 관계를 복원하십시오.
관리 서버 간 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업그레이드 전/후에 복제 실행 중지 및 복제 복원

5단계: 시만텍 클라이언트 소프트웨
어 업그레이드

새 버전을 설치하기 전에 이전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덮어쓰기 방식의 설치 프로
세스는 클라이언트 설정을 저장한 다음 클라이언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전체 작
업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적은 수의 테스트 시스템이 포함된 그룹을 먼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라이언트를 먼저 업그레이드해
야 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업그레이드
Windows 및 Mac 시스템 원격 배포 준비 및 클라이언트 설치 준비에서 적용 가능한 단계를 검토
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의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는 그룹 내의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관리 서버에서 수동으로 또는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
트 패키지를 그룹에 할당합니다. 사용자 쪽에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로 수행해야 할 작업은 없습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는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설치 파일: Broadcom Download Center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Symantec software(영문)

•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십시오. 이 마법사
의 안내에 따라 웹 링크와 이메일, 원격 푸시로 배포되거나 이후 로컬 설치를 위해 저장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Endpoint Protection 14.x에 대한 업그레이드 베스트 프랙티스
다음 리소스를 사용하면 최신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으로의 최적화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권장 베스트 프랙티스를 준수하고 잠재적인 문제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십시오.

•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제공하는 이점
• 최신 버전에 대한 중요 정보
•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 베스트 프랙티스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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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제공하는 이점

최신 보안 기능, 운영 체제 지원 및 고객 수정 사항을 사용하려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각 버전의 제공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x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최신 버전에 대한 중요 정보

시스템 요구 사항 및 릴리
스 정보

업그레이드 전에 다음을 검토하십시오.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업그레이드 전에 Symantec Diagnostic Tool을 사용하여 시스템이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먼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해당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지원되지 않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지원되지 않는 업
그레이드 경로

현재 설치된 버전을 새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마이그레이션 고려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최신 버전에 대한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및 지원되지 않는 업그레이
드 경로

중요한 설치 및 업그레이
드 정보

• 버전 14.3 RU1으로의 업그레이드에서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
베이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최대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10GB입니다.

• 일부 기본 이름이 변경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방화벽 정
책이 IPv6에 대한 변경 사항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기본 이름에는 기본 정책의 이름과 기본 규칙 이름이
포함됩니다. 업그레이드 중 규칙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IPv6 옵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
드 후에 생성하는 모든 새 정책 또는 규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변경된 모든 이름을 기본 이름으로 되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본 정책에 추가한 사용자
정의 규칙이 IPv6 통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하는 모든 새 정책 또는
규칙에 대해 동일하게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작업은 IPv6 통신 관련 문제를 모두 방지합니다.

• 네트워크에서 IPv6 통신만 사용하는 경우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버전 14.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기존 클라이언트는 14.2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러한 이전 클라이언트 버전에서는 IPv6 통신을 지원하지 않으
므로 업그레이드 결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련 통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IPv6 전용 네트워크로 이동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를 버전 14.2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또는 기존
버전을 제거한 후 새 14.2 이상 패키지를 이러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배포하십시오.

• Windows XP 및 Server 2003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를 12.1.x 기존 클라이언트로 관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체제에서 TLS v 1.2를 실행해야 합니다. Windows XP 및 Server 2003
에서는 TLS가 기본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참조: Enable TLS on Windows XP or Windows Server
2003(영문).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환경에서 TLS 1.2만 사용하는
경우 SQL Server가 TLS 1.2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QL Server에 패치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
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TLS 1.2 support for Microsoft SQL Server(영문)
이 권장 사항은 SQL Server 2008, 2012 및 2014에 적용됩니다. TLS 1.2를 지원하기 위한 SQL Server 패
치가 없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에서 14로 업그레이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x를 새로 설치하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관리 콘솔 간에 보안
통신이 실행됩니다. 이전 버전에서 버전 14.x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에서 현재 통신 구
성이 유지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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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업그레이드 전에 수행해야 하는 권장 루틴 유지 관리 태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유지 관리 작업에는 디스크 오류
검사, 하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또는 기타 정기적인 상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공간 부족 관리 서버에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여유 공간이 데이터베이스 크기의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확인
하십시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디스크 여유 공간 늘리기 단계에서 생성한 디
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프록시 서버 시만텍 서버와 성공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주변 장치 방화벽 또는 프록시에 적절한 제외 항목이 설정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SEP 및 SES가 시만텍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허용된 URL

검사 제외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배포하기 전에 추가 검사 제외 항목을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What scan exclusions should be applied to all Windows clustered server nodes?(영문)
• About the automatic exclusion of files and folders for Microsoft Exchange server and Symantec
products(영문)

• Best practices for virtualization(영문)
• Windows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알려진 위험 제외

업그레이드 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업그레이드에 대한 일반 정보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의 최신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을(를)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에 대한 일반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의 최신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베스트 프랙티스

업그레이드 전 백업 베스트 프랙티스로, 업그레이드 전에 항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
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자동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를 사용하여 기존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십
시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역폭 사용량으로 인해 자동 업그레이드를 몇 시간 후로 예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준비한 다음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 새
로 설치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존 클라이언트(12.1.x 및 14)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14의 새 설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서버를 해제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새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재설정하는 새 클라
이언트 설치 설정을 생성한 후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를 배포하십시오. 도움
말 > 시작 페이지 >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Mac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클
라이언트 설치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면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지원되는 운영 체제의 가상 인스턴스를 보호할 수 있
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지원되는 운영 체제의 가상 인스턴스에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 등 가상 클라이언트를 위한 추가 관리 옵
션과 오프라인의 비영구 GVM 삭제를 위한 개별 구성 옵션이 포함됩니다.
Best practices for virtualization 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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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 준비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재해 복구 준비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를 백업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기능을 보다 신
속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패 후 설치를 복구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기타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이전에 사용한 정확한 버전을
사용하여 재설치해야 합니다.
참조: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FAQ

Q: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최신 버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A: Broadcom Support Portal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Symantec software(영문)

추가 도움을 받으려면 기술 지원 그룹에 문의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Security

Q: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한 후 도움말 > 시작 페이지에서 필요한 태스크를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unique_186을(를) 참조하십시오.

Q: 업그레이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 방법은 언제 사용합니까?

A: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시만텍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자동 업그레이드: 관리 콘솔에서 수동으로 또는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패키
지를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 설치 파일 또는 설치 미디어를 사용한 로컬 설치.
• 관리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 실행.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의 안내에 따라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에게 웹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를 저장하여 로컬 설치에 사용하거나 타사 배포 도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관리

Q: 권장되는 마이그레이션 순서는 무엇입니까? 환경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해야 합니까?

A: 권장되는 업그레이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2.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3. 나머지 클라이언트(필요에 따라)

Q: Windows 2000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1.x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Q: 환경에 설치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 목록을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이 목록은 리포트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 목록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최신 버전에 대한 지원되는 업그레이
드 경로 및 지원되지 않는 업그레이드 경로
일반적으로 최신 버전 이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의 경우 목록에 있는 최신 버전 이전의 모든 버전이 지원
됩니다. 그러나 특정 버전에 대한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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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versions,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Endpoint Security and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 12.1.6 MP10 이상은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버전 14.3 RU1 MP1으로 원활하게 업그레이드됩니다. 12.1.6 MP9 및 이전 버전에서 14.3 RU1
MP1으로 업그레이드는 차단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x는 Windows Server 2003(데스크톱 운영 체제 및 32비트 운영 체제)과 일
부 버전의 SQL Server와 같이 지원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1.x를 통해 원활하게 업그레이드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클라이언트는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설치된 이전의 모든 12.1 및 11 클라이언트 버
전을 통해 원활하게 업그레이드됩니다. 단, 12.1.4 이전의 Mac 클라이언트는 12.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제거해
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 Migration Considerations(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Windows 클라이언트

다음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Windows 클라이언트는 현재 버전
으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11.x 및 Small Business Edition 12.0(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만 해당)
• 12.1.x, 최대 12.1.6 MP10
• 14, 14 MP1, 14 MP2
• 14 RU1, 14 RU1 MP1, 14 RU1 MP2
• 14.2, 14.2 MP1
• 14.2 RU1, 14.2 RU1 MP1
• 14.2 RU2, 14.2 RU2 MP1
• 14.3, 14.3 MP1
• 14.3 RU1

마이그레이션 경로

다음 버전의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현재 버전으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12.1.4 - 12.1.6 MP9
버전 12.1.6 MP10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Mac 클라이언트.

• 14, 14 MP1, 14 MP2
• 14 RU1, 14 RU1 MP1, 14 RU1 MP2
• 14.2, 14.2 MP1
• 14.2 RU1, 14.2 RU1 MP1
• 14.2 RU2, 14.2 RU2 MP1
• 14.3, 14.3 MP1
• 14.3 RU1

NOTE

14.0.1 MP2에서는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

NOTE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은 이전 버전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검색될
경우 이를 제거하고 신규 설치를 수행합니다. 이전 구성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음 버전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현재 버전으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12.1.x, 최고 12.1.6 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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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2.1.6 MP10.t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Linux 클라이언트
• 14, 14 MP1, 14 MP2
• 14 RU1, 14 RU1 MP1, 14 RU1 MP2
• 14.2, 14.2 MP1
• 14.2 RU1, 14.2 RU1 MP1
• 14.2 RU2, 14.2 RU2 MP1
• 14.3, 14.3 MP1
• 14.3 RU1

Symantec AntiVirus for Linux 1.0.14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으로 직접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유일한 버전입니
다. 먼저 Symantec AntiVirus for Linux의 다른 모든 버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업그레이드 경로

모든 시만텍 제품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먼저 다음 제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 지원되지 않는 Symantec AntiVirus 및 Symantec Client Security
• 모든 시만텍 Norton 제품
• Windows XP Embedded 5.1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 12.1.4 이전의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 클라이언트. 또는 12.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
다.

참고:

• 12.1.x 이전 버전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마이그레이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1.0.x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mall Business Edition

12.0.x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의 어떤 버전으로도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최신 릴리스인
14.x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먼저 해당 버전을 제거하거나 12.1.x로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2.1.6 MP7을 버전 14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12.1.6 MP7의 데이터베이
스 스키마 버전이 14에 사용된 버전보다 최신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12.1.6 MP7을 14 MP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
니다.

• 14.0.x에서는 Windows XP, Server 2003 및 Windows XP 기반의 모든 Windows Embedded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이 제
외되었습니다. 12.1.x 클라이언트는 수명 종료되었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2 RU1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기존 12.1.x 클라이언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러한 기존 운영 체제를 여전히 지
원하는 Data Center Security(DCS) 등의 시만텍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4 MP1(14.0.2332.0100)에서 14 MP1 새로 고침 빌드(14.0.2349.0100)로의 업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운그레이드 경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1.1에서 12.1.6 MP10으로 마이
그레이션하려는 경우 먼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1을 제거해야 합니다.

• 빌드 번호를 알고 있지만 해당하는 릴리스 버전을 모르는 경우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ndpoint Protection 릴리스 유형 및 버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디스크 여
유 공간 늘리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에는 최소한의 디스크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버 또는 새 하드웨어가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임시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
한 디스크 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변경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본을 만드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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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관리 서버의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태스크

태스크 설명

LiveUpdate 설정을 변경하여
공간 요구 사항을 줄임

1. 관리 > 서버로 이동하여 로컬 사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사이트 속성 편집을 선
택하십시오.

2. LiveUpdate 탭에서 유지할 컨텐츠 리비전 수를 줄이십시오. 업그레이드의 경우 설정을 10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이 추가 리비전을 삭제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버전 12.1.5 이상의 경우 리비전 수를 줄이면 체크인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전체 업데이트 다운
로드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업데이트 요청이 증가하면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
습니다.

Note: 버전 12.1.5부터는 컨텐츠 저장소의 기본값과 권장 값도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하려면 업그레이드할 버전에 적합한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Note: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이전 값으로 리비전 설정을 되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이 컨텐츠를 저장 및 관리하는 방법이 향상되면 더 많은 리비전이
이전 버전보다 더 적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사용되지 않는 바이러스 정
의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
이스에서 삭제되었는지 확인

1. 관리 > 서버로 이동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데이터베이스 속성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SQLEXPRESSSYMC(14.3 RU1 이상) 또는 localhost(14.3 MPx 이하)입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위치에 따라 달라
집니다.

2. 로그 설정 탭의 위험 요소 로그 설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바이러스 정의 삭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공존하는 프로그램 및 파일
위치 변경 또는 제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과 동일한 시스템에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경
우 다른 서버로 위치를 변경해 보십시오. 사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과 동일한 시스템에 저장소 중심의 프로그램이 설치되
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만 지원하도록 시도해 보십시
오.

• 임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파일을 제거하십시오.
제거할 수 있는 임시 파일의 목록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directories contain
many .TMP folders consuming large amounts of disk space(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Note: 프로그램 및 파일을 제거한 후 하드 드라이브를 조각 모음하십시오.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데이터베이스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과 동일한
시스템에 있는 경우 다른 시스템에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보십시오. 상당한 디스
크 공간이 절약되고 대부분의 경우 성능이 개선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유형 선택

NOTE

또한 업그레이드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
인하고 필요에 따라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파일을 제거한 다음 클라이언트 시스템 하드 드라이브를 조각 모음하
십시오.

Low disk space on 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먼저 관리 서버를 모두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로드 균형 조정, 장애 조치 또는 복제를 지원하는 환경에 있는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관리 서버를 일정한 순
서로 준비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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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설치 유형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Table 43: 업그레이드 태스크

태스크 설명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 시스템 요구 사항과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검토하고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다음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를 구성합니다.
버전 14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업그레이드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Windows Server 2003, 모든 데스크톱 운영 체제 및 32비트 운영 체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
다.

• SQL Server 2005는 더 이상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SQL Server 2008 SP4 이전 버전
및 SQL Server 2008 R2 SP3 이번 버전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SQL Server 시스템 관리자 인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Note: Windows 7/Server 2008 R2 이상에서 가상 서비스 계정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허용하려면 도
메인 보안 정책 설정을 편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ote: Error: "...services require user rights" or "...cannot read the user rights" during installation or
configuration(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최신 버전에 대한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관리 서버 로그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창이 나타나면 로그온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콘솔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NOTE

업그레이드 후 반드시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재시작하고 로그온하면 성능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사이트 및 복제 설정

내장 데이터베이스에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
그레이드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14.3 RU1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와 함께 설치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내장 데이터베이
스에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2017 데이터베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의 기본 구성을 사용하
여 처음으로 관리 서버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경우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설치되어 내장 데
이터베이스를 대체합니다.

버전 14.3 RU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관리 서버 시스템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가 문제를 알려 주고 해결 방법을 제공합
니다.

업그레이드 전에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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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하려면 먼저 설치 전에 해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크기 부족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파일 및 로그 데이터 용량 한도는 10GB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설치가 시작되기 전에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백업의 크기
가 10GB를 초과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업그레
이드 도중에 데이터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너무 크면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가 이를
알려 줍니다.
설치 시작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10GB를 초과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로 업그레이드하기 전 데이터베이스가 가득 찬 경우 데이터베이스 크기 줄
이기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와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FILESTREAM
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줄입니다. 업그레이드 도중에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한도를
초과했거나 한도에 임박했음을 알게 될 경우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FILESTREAM 실행

Note: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
스가 최대 크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파일 크기 증가

디스크 공간 부족 관리 서버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데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10GB 이상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늘리
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데이
터베이스와 통신하지 않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M)와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또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을 인증합니다. 인증서를 생성해
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SEPM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했으면 SEPM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이
실패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Microsoft SQL Server 간의 암호화된 통신 구성
관리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확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로 업그레이드 시
문제 해결

업그레이드할 때 다음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업데이트가 오래되었거나 Windows 업데이트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SEPM 설치를 취소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실행하거나 Windows 업데이트 서비스를 재시작
하고, 시스템을 재시작한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를 계속하십시오.

•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검토하십시오.
Troubleshooting Installation issues with the Endpoint Protection Manager's Default SQL Server
Express database(영문)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확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콘솔 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 문제 해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실행되는 시스템의 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시스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변경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구성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로 업그레이드하기 전 데이터베이스가 가득
찬 경우 데이터베이스 크기 줄이기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파일 및 로그 데이터 크기 한도는 10GB입니다. 크기가 10GB
를 초과하는 내장 데이터베이스에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도중에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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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가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이미 너무 크다는 것을 감지하면 다음과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
다.

SQL Server Express ####### 10GB ### ######. ## ##### ### ## #### #### #### ## ### ###. ##
## ##### #### ## ######.

기본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너무 크면 업그레이드를 일시 중지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로그 수집 일 수 줄이기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mcat\etc
\conf.properties 파일에서 로그 수집 일 수를 줄이십시오.

• scm.sqlexpress.migration.otherlog.days=7
• scm.sqlexpress.migration.learnedapps.days=0
• scm.sqlexpress.migration.clientserveractivity.days=3
• scm.sqlexpress.migration.traffic.days=7
• scm.sqlexpress.migration.packet.days=7
• scm.sqlexpress.migration.security.days=7

이렇게 하면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듭니다.

참고: scm.sqlexpress.migration.clientserveractivity.days 는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작게 유지하기 위해 이
미 기본값인 7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 마법사 재시작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bin\upgrade.bat를 두 번 누르십시오.

NOTE
이러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대화 상자를 시작한 적이 있으면 ..\Symante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bin\dbtools.bat를 두 번 눌러 이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로 업그레이드하기 전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10GB 미만으로 줄이기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FILESTREAM 실행
이 항목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FILESTREAM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는 FILESTREAM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줄이고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에는 10GB 공간 제한이 있으며 FILESTREAM을 실행해야 합니다. 고유
SQL Server Express 인스턴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FILESTREAM을 실행해야 합니다.

•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서는 FILESTREAM을 실행할 필요가 없지만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
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 및 설치 마법사가 FILESTREAM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
니다. 원격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FILESTREAM
을 수동으로 실행합니다.

업그레이드 마법사 또는 구성 마법사를 실행할 때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르고 FILESTREAM을 실행하십시오.

# ## Microsoft SQL Server ####### ## FILESTREAM ### #### #####.

NOTE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를 계속하려면 아니요를 누르고 지금은 FILESTREAM 기능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 마법사가 닫힙니다. FILESTREAM을 실행한 후에는 업그레이드 마법사를 재
시작하여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스템에서 ..\Symante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bin\upgrade.bat 를 누르십시오.

 134



 

FILESTREAM을 수동으로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메뉴에서 Microsoft SQL Server를 확장한 다음 SQL Server 구성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2. SQL Server 구성 관리자 서비스 목록에서 SQL Server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FILESTREAM을 실행하려는 SQL Server
인스턴스를 찾으십시오.

3. 해당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십시오.
4. SQL Server 속성 대화 상자에서 FILESTREAM 탭을 누르십시오.
5. Transact-SQL 액세스에 FILESTREAM 사용을 선택하고 파일 I/O 스트리밍 액세스에 FILESTREAM 사용 확인란을 누
르십시오.

6. 적용 > 확인을 누르십시오.
7. SQL Server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다시 시작을 눌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FILESTREAM(SQL Server)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로 업그레이드하기 전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10GB 미만으로 줄이기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파일 및 로그 데이터 크기 한도는 10GB입니다. 데이터 파일에
는 설치 패키지, 바이러스 정의, 정책, 알림 및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크기가 10GB를 초과하는
내장 데이터베이스(14.3 MP1 이하)에서 업그레이드할 경우에는 SQL Server Express로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가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감지하면 다음과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SQL Server Express# ## ### 10GB# #####. ## ## ### ## #### #### #### ## ### ###. ##
## ### ## ######.

## ####### ### ## ####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 10GB# #####. ###### ##### ## ####
### ## 10GB #### ### ###.

먼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기존 내장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을 줄여야 합니다.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시작 시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가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을 누릅니다.
•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취소하고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직접 줄인 후 다음 단계를 따라 마법사를 재시작합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수동으로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1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사용하지 않는 복제 파트너를 제거하십시오.
사이트 삭제

• 2단계: 로그와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십시오.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 지정

응용 프로그램 학습 실행
• 3단계: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일정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a. 관리 서버를 중지하십시오.
b.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mcat\etc

\conf.properties 파일에서 다음 항목의 초 수를 줄이십시오.
scm.timer.objectsweep=1800
scm.timer.objectsweep.delay=60
참고: 이러한 항목이 파일에 없으면 추가하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원치 않는 데이터를 삭제 대상으
로 표시하는 빈도를 높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How is Database Maintenance scheduled?(영문)

c. 관리 서버를 재시작하고 몇 시간 이상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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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 4단계: 모든 파트너 간의 복제가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예약하십시오. 복제는 더 자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이트에 복제 파트너로서 새 사이트 설치

• 5단계: 예약된 각 복제 작업 후 몇 시간 기다렸다가 업그레이드를 재시작하십시오.
• 6 단계: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다시 실행한 다음 복원을 시도하십시오.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늘리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10GB 미만이어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 #######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 ###### # ####. ## ##### ## ###
### ### #### ###, #### ###### 10# ### ### #####. ##### ## ### ### x ## ## ## #### ### ###.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10GB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공간을 늘리려
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사용하지 않는 파일 및 임시 파일 제거

Windows 임시 파일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 C:\Windows\Temp
• C:\Users\<### ##>\AppData\Local\Temp

Windows 10의 디스크 정리

2단계: 휴지통 비우기

3단계: 추가 SEPM 파일 제거

1. 이전 단계로 디스크 공간을 충분히 줄일 수 없으면 추가 SEPM 파일을 제거하십시오.
실행 명령 net stop semsrv 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2. 다음 SEPM 파일을 다른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동하십시오.
–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Inetpub\ClientPackages
–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Inetpub\content
–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backup
–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inbox

3. 관리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하십시오.

4단계: 데이터베이스 백업 설정 변경

• 보관할 백업 수 옵션이 기본값인 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백업 로그를 선택 해제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자동 데이터베이스 백업 실행

5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다른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동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Microsoft SQL Server 간의 암호화된 통신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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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Microsoft SQL Server 간의
암호화된 통신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M)와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또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을 인증합니다. 인증서를 생성해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SEPM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만
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했으면 SEPM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이 실패합니다.

인증서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 서버와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는 인증서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이후 30일 이내에 만료 예정인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SEPM은 30일
이 경과할 때까지 관리자에게 인증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알려 주는 통지를 매일 전송합니다. 다음과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SQL Server# #### #### ### #### ## 30#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
Microsoft SQL Server ####### ### # ## ###.

1단계: 자체 서명 인증서 생성

조직에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가 아직 없다면 인증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 자체 서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인증서를 생성한 후 CA에서 서명한 인증서로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Use a signed certificate with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SQL Server용 영구 인증서 구성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엔진 인스턴스에 대해 암호화된 연결을 실행해야 하며, SQL Server 구성 관리자를 사용하여 인
증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암호화된 연결 사용에서 "서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3단계: SQL Server 인증서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스템의 Windows로 가져오기

관리 서버 시스템에는 SQL Server 공용 인증서가 프로비저닝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 서버 시스템에 인증서를 프로비저
닝하려면 Windows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서버 시스템에서 인증서의 루트 인증 기관을 신뢰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 SEPM이 설치된 Windows Server에서 인증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2.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단계를 따르십시오.
저장소 위치에서 로컬 컴퓨터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인증서를 다음 저장소에 저장을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 인증서 저장소 선택 대화 상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을 누르십시오.

3. 확인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4단계: jre11 폴더에 대한 권한 구성

NOTE
도메인 관리자 권한으로 Windows 인증을 사용하여 SQL Server가 구성된 경우, 도메인 관리자에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jre11 폴더에 대한 읽기 및 실행, 폴더 내용 보기, 읽기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폴더로 이동하고 jre11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십
시오.

2. 파일 속성 창의 보안 탭에서 고급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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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 보안 설정 창의 권한 탭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4. 권한 항목 창에서 보안 주체 선택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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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컴퓨터, 서비스 계정 또는 그룹 선택 창에서 domainadmin 사용자를 추가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6. 권한 항목 창에서 확인을 누르십시오.
7. 고급 보안 설정 창의 권한 탭에서 domainadmin을 선택하고 변경을 누르십시오.

8. 사용자, 컴퓨터, 서비스 계정 또는 그룹 선택 창에서 domainadmin 사용자를 다시 추가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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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급 보안 설정 창에서 하위 컨테이너와 개체의 소유자 바꾸기를 선택하고, 모든 자식 개체 사용 권한 항목을 이 개체의
상속 가능한 사용 권한 항목으로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 상속 사용을 누르고 적용을 누르십시오.

10.예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11.파일 속성 창에서 domainadmin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5단계: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열고 Windows 인증 옵션을 사용하여 서버 구성 완료

마법사를 열려면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bin 폴
더로 이동하고 sca.exe 파일을 두 번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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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통신이 암호화되어 있고 SQL Server 인증서를 사용하는지 확인

1. 관리 서버에서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mcat
\conf\Catalina\localhost\root.xml 파일을 열고 encrypt=true 및 trustServerCertificate=false인지 확인하
십시오.

2. SQL Server에서 MSSQLSERVER 속성에 대한 프로토콜을 열고 강제 암호화=예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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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QL Server에서 다음 쿼리를 실행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QL Server 간의 연결이 암호화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ELECT session_id, connect_time, net_transport, encrypt_option, auth_scheme, client_net_address FROM

 sys.dm_exec_connections

encrypt_option=TRUE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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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내장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서버를 사용하는 환경 업그레이드
여러 내장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서버를 사용하는 환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장 데이터베이스는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 서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관리 서버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해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관리 서버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복제 파트너입니다.

모든 사이트에는 처음에 관리 서버를 설치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는 암호화 키 또는 암호화 암호 등의 중요한 사
이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관리 서버부터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복제를 위해 설치한 다른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NOTE
버전 14.3 RU1부터는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되었습니다.
SQL Server Express는 장애 조치와 로드 균형 조정을 지원합니다.

여러 내장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서버를 사용하는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첫 번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한 시스템에 인증하고 로그온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지 마십시오. 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을 실행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제품 버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복제가 허용됩니다.

2.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3. 모든 추가 관리 서버를 하나씩 업그레이드합니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사이트에 있는 모든 관리 서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를 수동으로 중지해
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WARNING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으면 기존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NOTE

관리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면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관리 서버와 통신해야 하는 경우 이 서비스가 재시작될 때까지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려면 관리 서버와 통신해야 합니다.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시작 > 설정 > 제어판 > 관리 도구 > 서비스를 누르십시
오.

2. 서비스 창의 이름에서 스크롤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
오.

3. 중지를 누르십시오.

4. 서비스 창을 닫으십시오.

WARNING

서비스 창을 닫지 않으면 업그레이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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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된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해 위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이 절차를 다시 수행하지만 이번에는 중지 대신
시작을 누르십시오.

6. 명령줄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을 입력하십시
오.
net stop semsrv

7. 명령줄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을 입력하십시
오.
net start semsrv

업그레이드 중 복제 방지
업그레이드하는 관리 서버에 대한 복제 파트너로 구성된 모든 관리 서버에서 복제가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그레
이드 중에 복제 파트너가 복제를 시작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 복제가 수행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업그레이드 기간 외의 시간에 복제가 수행되도록 재예약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 업그레이드 전에 복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복제가 끝난 후에 이를 복원합니다.

복제 재예약

예약 수정의 이점은 다른 사이트가 복제되지 않으므로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할 때까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유
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에는 1회 복제를 통해 복제를 테스트하고 예약을 이전에 설정된 예약 및
빈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예약을 수정하려면 다음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십시오.

• 기존 예약 및 설정을 문서화하십시오.
• 나중에 또는 다른 날짜로 예약을 변경하여 업그레이드 기간 중에 복제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모든 복제 파트너나 사이트가 예약을 선택하도록 복제를 실행하십시오.

복제 빈도 및 컨텐츠 변경

복제 중단 및 복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고 최소 두 사이트에서 복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WARNING

복제를 중단하는 것은 복제 파트너 관계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관계를 삭제하고 관리 서버를 다
시 설치하면 관리 서버가 증분 복제 대신 전체 복제를 수행합니다. 사이트 삭제

1. 관리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2.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3. 로컬 사이트 > 서버에서 복제 파트너를 확장하고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4. 관리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복제 파트너 삭제를 누르십시오.
5. 예를 누르십시오.
6. 데이터를 복제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7. 복제를 복원하고 관리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하십시오.
복제 복원

Endpoint Protection 14에 대한 업그레이드 베스트 프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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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복원
복제 관계에 있는 모든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후 복제 파트너를 다시 추가합니다. 또한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이
구성된 관리 서버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처음에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에서만 복제 파트너를 다시 추가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관리 서버의 동일한
사이트 팜에 이전의 복제 파트너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제 파트너를 다시 추가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데이터베이스를 일관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나 일부 변경 내용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복제 중에 사이트 간 데이터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별도의 비복제 사이트 두 개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사이트 중 하나를 다른 사이트를 복제하는 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를 확장하고 태스크에서 기존 복제 파트너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시작 창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원격 사이트 정보 창에서 두 번째 관리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시스템 관리자의 로그온 정보를 입력하고 다
음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admin입니다.

5. 복제 일정을 설정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복제할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패키지 복제에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며 하드 디스크 공간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누르면 관리 서버가 두 복제 파트너 간의 전체 데이터 복제를 수행합니다.

7. 파트너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했는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이 파트너 관계가 실행 중지된 이후로 변경된 데이터만 복제하려면 아니요를 누르십시오. 네트워크 대역폭이 낮은
경우 특히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복제 파트너 간의 전체 데이터 복제를 수행하려면 예를 누르십시오.
8. 마침을 누르십시오.
9. 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위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복제를 재시작한 후에 관리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Endpoint Protection 14에 대한 업그레이드 베스트 프랙티스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선택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하는 방법은 환경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를 들어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나 그룹 또는 서로 다른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최고 30분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온하지 않은 시점에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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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방법 사용 시기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자동 업그레이드(소규
모 환경에 권장)

• 5,000개 미만의 클라이언트와 같이 소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 업그레이드가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업그
레이드가 실행되도록 예약해야 하는 경우

• 타사 응용 프로그램이 아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
하는 경우

• Linux 클라이언트가 아닌 Windows 또는 Mac 클라이언트
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 간단한 업그레이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이 방법
은 확장이 쉽지 않습니다.

• 많은 그룹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에서 각 그
룹을 개별적으로 누르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 다양한 세분화가 필요한 복잡한 업그레이드
예약이 필요한 경우

• Linux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How to deploy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Linux client as part of a cloned
drive image(영문)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
지 내보내기(대규모 환
경에 권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는
대신 수동으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하는 경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는
대신 기존 타사 배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클라이언
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
인프라가 이미 배치된 상태여야 합니다.

• Windows 클라이언트, Mac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
트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 일반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업
데이트합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
사

• 소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예: 250개 미만의 클라이
언트)

• 타사 응용 프로그램이 아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는 경우

• 간단한 업그레이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새 패키지 배포를 사용하십시오.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
라이언트 설치

•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인 경우 이 방법은 확
장이 쉽지 않습니다.

Broadcom Download
Management(영문) 페
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 다운로드

• 몇 개의 특정한 사례에서 소수의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예:
–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소수의 시스템에
서 문제가 발생하고 최신 버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
우

– 소수의 클라이언트만 업그레이드하고 관리 서버는 업
그레이드하지 않으려는 경우

•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해야 하
는 경우

• 시스템에 직접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이외의 타사 배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클
라이언트를 배포해야 하는 경우

Download Management 페이지에서 독립 실행형 모든 클라이
언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Getting Started(영문). On-Premises Security
Products로 스크롤하십시오.
관리되지 않는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기존 관리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해당 클라
이언트는 관리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기존 클라이언트가 없는 새 시스템에 배포하는
경우 이 방법에서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만 설
치합니다. 나중에 관리 서버에 연결하려면 이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변환해
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
(Sylink.xml) 내보내기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146

http://www.symantec.com/docs/HOWTO109623
http://www.symantec.com/docs/HOWTO109623
http://www.symantec.com/docs/HOWTO109623
https://support.broadcom.com/security/download-center
https://support.broadcom.com/security/download-center
https://www.broadcom.com/support/symantec/getting-started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요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면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Windows 또는 Mac 클라이언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면 Windows 표준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생성한 델타 업그
레이드 패키지를 수신합니다. 이 패키지는 전체 설치 패키지보다 작습니다. Windows 내장 또는 VDI 클라이언트는 항상 전
체 설치 패키지를 수신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설치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설치 프로그램 캐시에 유지하지 않습니다.
Mac 클라이언트는 항상 전체 설치 패키지를 수신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베스트 프랙티스

자동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최상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 프로덕션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자동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테스트하십시오.
테스트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작업 네트워크 내에 테스트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를 수행하려
면 중요하지 않은 클라이언트 몇 대를 테스트 그룹에 추가하고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사용 시간 동안 대역폭을 줄이려면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에서 특히 축소 크기 클라이언트가 포
함된 클라이언트 그룹에 대한 자동 업그레이드를 업무 시간 이후로 예약하십시오. WAN(광역 네트워크)에서는 원격 웹
서버에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받도록 원격 클라이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 자동 업그레이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의 Mac 클라이언트에 처음 포함되었기 때문에 버전 14 이전의 버
전에서는 자동 업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업그레이드한 후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
기 전에 콘솔에서 LiveUpdate를 한 번 이상 실행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최신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

• 14.3 RU2에서는 영어, 일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에 대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언어 지원이 삭제되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언어의 경우, 클라이언트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14.3+ 클
라이언트를 영어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옵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영어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 자동 업그레이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응용 프로그램 강화 기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실행하는 경우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설
정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는 Symantec Data Center Security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업그레이드하도록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의 자동 업그레이드는 버전 14.2부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클라이언트 설치 이후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표준 클라이언트, 내장 또는 VDI, 다크 네트워크)을 변경
하려면 먼저 기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해당 설정을 재구성한 다음, 새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재설치해야
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선택

자동 업그레이드 마법사 구성

1.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콘솔에서 관리 > 패키지 설치를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누르십시오.

3.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 창에서 다음을 누르고 적절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업그레이드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포함된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5. 다음과 같은 옵션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다운로드하려면 관리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십시오.
• 업데이트하려는 시스템의 로컬에 있는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URL(http 또는 https)에서 다운로드를 누
르십시오. 제공된 필드에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의 URL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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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그레이드 설정을 눌러 업그레이드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7. 일반 탭의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Windows의 경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 및 설치 설정에 대한 옵션을 선
택하십시오.

NOTE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를 선택 해제할 경우 업그레이드할 때 기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거
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 Mac의 경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설치 설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Windows의 경우 컨텐츠 선택을 사용하여 설치 패키지에 컨텐츠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포함시키면 패키
지가 커지지만 설치한 직후부터 클라이언트가 최신 컨텐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패키
지가 작아지지만 설치한 후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선택적인 업그레이드 예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이 없으면 마법사가 완료된 후 자동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시
작됩니다.

8. 통지 탭에서 사용자 통지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중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연기하
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9. 확인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10.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 완료 창에서 마침을 누르십시오.

11.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버전 번호를 확인하려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버전을 확인하여 업그
레이드가 성공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적절한 그룹을 선택한 후 보기를 클라이언트 상태로 변경하십시오.
• Windows 클라이언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서 도움말 > 정보를 누르십시오.
• Mac 클라이언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여십시오. 메뉴 표시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정보를 누르십시오.

추가 정보

업그레이드 후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설치 후 재시작됩니다. 그룹의
일반 설정에서 재시작 옵션을 구성하여 자동 업그레이드 후 그룹의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관리 서버에서 재시작 명령을 실행하여 언제든지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다른 그룹에 업그레이드 설정 적용

다른 그룹에 자동 업그레이드 설정 적용
기존 자동 업그레이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업그레이드 설정을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
이드 설정을 복사하는 경우 각 그룹에 대한 패키지 설정을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옵션은 다음과 같은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설정을 복사합니다.

• 클라이언트 기능 세트
•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를 실행할지, 아니면 실행 중지할지 여부
•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 컨텐츠 선택 항목
• 다운로드 원본
• 업그레이드 예약
• 통지 탭의 설정 및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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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그레이드 중에 Windows 설정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 적용되고, Mac 설정은 Mac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이
러한 설정은 그룹에 연결되는 모든 새로운 클라이언트에도 적용됩니다.

이미 대상 그룹에 할당된 패키지에 복사된 설정을 적용하는 경우 복사된 설정이 대상 그룹의 기존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대
상 그룹에 할당된 패키지가 없는 경우 이 옵션은 복사된 설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다른 그룹에 업그레이드 설정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 창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 설치 패키지를 누르고, 그룹을 선택하고, 태스크에서 현재 배포 설정을 다른 그룹에 적용을 누르십시
오.

•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배포 설정 복사를 누르십시오.

2. 배포 설정 복사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그룹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 예를 누르십시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Symantec Agent for Linux로 업그레이드
(14.3 RU1 이상)

Symantec Agent for Linux는 이전 버전의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검색될 경우 이를 제거하고
신규 설치를 수행합니다. 이전 구성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Symantec Agent for Linux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설치 패키지를 생성한 후 다운로드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2. LinuxInstaller 패키지를 Linux 장치로 이동하십시오.

3. LinuxInstaller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드십시오.
chmod u+x LinuxInstaller

4. 새 에이전트의 설치를 시작하십시오.
./LinuxInstaller

명령을 루트로 실행하십시오.

5. 설치를 확인하려면 /usr/lib/symantec으로 이동한 후 ./status.sh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모듈이 로
드되었고 데몬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tatus.sh
Symantec Agent for Linux Version: 14.3.450.1000
Checking Symantec Agent for Linux (SEPM) status..
Daemon status:
cafagent running
sisamdagent running
sisidsagent running
sisipsagent running
Module status:
sisevt loaded
sisap loaded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업그레이드
이 절차를 사용하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인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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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를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2.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인 클라이언트를 새 버전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3. 나머지 클라이언트를 새 버전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십시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의 업그레이드 리소스

Table 45: 업그레이드 리소스

항목 리소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설정
및 기능

다양한 설정과 보호 기능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12.1.x ~ 14.x) 기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기능 및 정책 설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보안 정책의 유형

기능 종속성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종속성(12.1.x ~ 14.x)
제품 라이센스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사용자 사이트에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수에

따라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요구 사항

추가 리소스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Best practices for upgrading to the latest version of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Symantec software(영문)
•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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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유료 라이센스가 있어야 보안 컨텐츠 업데이트와 제품 업데이트 및 버전을 받고 기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한 후에는 배포된 모든 클라이언트를 지원
할 수 있는 충분한 라이센스 사용권을 60일 내에 구매해야 합니다.

Maintenance entitlement overview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Table 46: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방법

태스크 설명

1단계: 라이센스 구매 새 라이센스를 구매하려면 선호하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Symantec Getting Started(영문)를 참조하십시오(아래쪽의 On-Premises Security Products로 스크롤).
Broadcom Support Portal 계정을 아직 생성하지 않았으면 생성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구매하려는 경우.
• 평가판 라이센스가 만료된 경우.
• 유료 라이센스가 만료된 경우.
• 라이센스의 허용 범위보다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배포한 경우(초과 배포 상태).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수에 따라 라이센스를 구매하십시오.
필요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 수

2단계: 구매한 라이센스 활
성화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slf) 또는 라이센스 일련 번호가 .zip 파일로 첨부된 이메일
이 전송됩니다. .zip 파일에서 .slf 파일의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설치를 활성화하려면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 기본 계정 관리자와 같은 시스템 관리자 계정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해
야 합니다.

• 관리 > 라이센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SEP 제품 라이센스를 가져오고 활성화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여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47: 라이센스 태스크

태스크 설명

일련 번호 검색 기존의 시만텍 라이센스가 있고 일련 번호를 검색해야 하면 Symantec to Broadcom Transition Guide - My
Entitlements(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연장 선호하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Symantec Renewals FAQ(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만료 시기 및 초과
배포 여부 확인

콘솔로 가져온 각 라이센스의 상태를 확인하여 라이센스를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더 구매해야
할지를 파악합니다.
기존 라이센스를 제품 업그레이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라이센스 상태 확인

라이센스 파일 백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가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라이센스 파일을 보관하기 위해 라이센
스 파일을 백업합니다.
라이센스 파일 백업 및 복구

라이센스 파일 복구 라이센스 파일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일 백업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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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라이센스 만료 시 통지 전송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만료된 라이센스와 기타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사전 구성된
통지를 관리자에게 전송합니다.
통지의 유형과 전송 시점

제품 라이센스 요구 사항 확
인

보호하려는 시스템의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알아봅니다. 라이센스가 있으면 지정된 수의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이센스의 적용 범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용어
다년간 라이센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라이센스 상태 확인
관리 서버가 평가판 라이센스 또는 유료 라이센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로 가져온 유료 라이센스 각각에
대해 다음 라이센스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라이센스 일련 번호, 전체 사용권 개수, 만료 날짜
• 유효한 사용권 수
• 배포된 사용권 수
• 만료된 사용권 수
• 초과 배포된 클라이언트 수

평가판 라이센스 상태는 만료 날짜와 관련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1. 유료 라이센스를 사용하는지 평가판 라이센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
오.

• 관리 > 라이센스를 누르십시오.
• 홈 > 라이센스 상세 내역을 누르십시오.

2. 라이센스 만료 날짜를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관리 > 라이센스를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라이센스 파일(.slf) 백업 및 복구
데이터베이스 또는 콘솔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가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라이센스 파일을 백업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받은 후에는 이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저장하십
시오. 많은 사용자들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호스트하는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저장합니다. 안전한 보
관을 위해 라이센스 복사본을 다른 시스템이나 이동식 저장 미디어에 저장하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백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lf 라이센스 파일을 저장한 디렉터리에서 해당 파일을 원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복사하십시오.

라이센스 파일을 복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관리 페이지에서 라이센스를 누른 다음 태스크에서 삭제된 라이센스
복구를 누르십시오. 라이센스 복구 창에서 복구하려는 삭제된 라이센스 옆의 상자를 선택한 다음 제출을 누르십시
오.

b. 기본 위치인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Inetpub\license에서 라이
센스 파일을 검색하십시오. 라이센싱 활성화 마법사를 사용하여 라이센스 파일을 가져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이 폴더에 파일의 복사본을 넣습니다.

 152



 

c. Symantec Endpoint Security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My Entitlements를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ymantec to
Broadcom Transition Guide - My Entitlements(영문)를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수를 늘리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중지된 클라
이언트 삭제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로 인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과다 배포된 라이센스 상태가 잘못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보호되는 환경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통신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 항목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시스템을 사용 중지하거나, 하드웨어 구성을
변경한 경우 등의 여러 이유로 사용 중지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리포트에 실제 배포 수보다 많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베이
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라도 제품 라이센스 수는 차감되므로 이러한 클라이언트가 생성되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삭제는 30일마다 수행됩니다. 오래된 클라이언트를 보다 신속하게 삭제하려면 삭제
주기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삭제 주기가 완료되면 장기적인 필요에 따라 간격을 재설정하십시오.

비영구적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는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를 삭제하기 위한 별개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설정한 시간 동안 연결하지 않은 오프라인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오프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는 라이
센스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콘솔의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을 누르고 도메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도메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2. 일반 탭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삭제 설정을 기본값 30에서 1로 변경하십시오.

라이센싱 용도로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를 삭제하는 옵션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 있는 비영구적 클
라이언트는 라이센스 총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확인을 누르십시오.

4. 24시간을 기다린 후 설정을 30일 또는 요구 사항에 맞는 다른 간격으로 되돌리십시오.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의 적용 범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 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Table 48: 라이센싱 강제 규칙

적용 대상 규칙

라이센스 기간 라이센스 기간은 활성화 날짜 및 시간부터 라이센스 기간 마지막 날 자정까지입니다.
사용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인 경우 라이센스는 가장 서쪽에 위치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의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만료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요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예
를 들어 시스템이 50개인 네트워크에서는 라이센스가 사용권을 최소 50개 제공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스턴스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관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하면 라이센스가 제공됩니다. 각 클라이언트 시
스템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라이센스 사용권을 구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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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규칙

사이트 및 도메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는 설치를 구성하는 복제 사이트 또는 도메인 수에 관계없
이 전체 설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권이 100개인 라이센스를 사용권을 50개 사용하는 사이트 두
개의 설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구현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slf 파일을 여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관리 서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 보고하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라이센스가 부여된 총 사용권 수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합니다.

플랫폼 모든 플랫폼(Windows, Mac 또는 Linux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라이센스 사용권이 적용됩
니다.

제품 및 버전 라이센스 사용권은 모든 제품 버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타사 서버 소프트웨어(예: Microsoft SQL Server)에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의 라이센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벤더에 문의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다년간 라이센스
다년간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경우 라이센스의 유효 연 수와 같은 수의 라이센스 파일 세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라
이센스는 3개의 별도 라이센스 파일로 구성됩니다. 다년간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때 같은 활성화 세션에서 모든 라이센스 파
일을 가져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은 별도의 라이센스 파일을 구입 기간 동안 유효한 단일한
활성 라이센스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전체 라이센스 파일 수보다 적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에서는 파일을 병합하고 마지막으로 만료되는 라이센스 파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두 개의
라이센스 파일로만 활성화된 3년 라이센스의 기간은 2년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세 번째 파일을 활성화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은 전체 라이센스 기간을 정확하게 3년으로 보고합니다. 모든 경우에 사용권의 수는 실
제 구매한 사용권 수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에서 파일을 병합하면 가장 짧은 기간 파일이 삭제되고 내부 라이센스 유지 기
능을 위해 가장 긴 기간 파일이 유지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이 적절하지 않게 라이센스를 삭
제했다고 생각되면 삭제된 라이센스를 복구하고 다시 활성화하십시오.

활성 라이센스와 관련된 짧은 기간의 라이센스 일련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 페이지에서 라이센스를 누른 후 활성화된
라이센스를 누르십시오. 관련 라이센스 열에 관련 라이센스가 나타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용어
배포된 각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한 라이센스가 플랫폼 및 버전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
트에 적용됩니다.

시만텍 제품 라이센스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적용됩니다.

일련 번호 라이센스에는 라이센스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라이센스와 회사를 연결하는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배포 배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엔드포인트 시스템을 나타냅
니다. 예를 들어 배포된 사용권이 50개라면 50개의 엔드포인트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입니다.

활성화 모든 프로그램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를 실행하십시오. 라이
센스 활성화 마법사를 사용하여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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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사용권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보호하는 단일 엔드포인트 시스템입니다. 구
매한 라이센스는 지정된 수의 사용권에 대해 유효합니다. "유효한 사용권"은 활성화된 모든 라이센스에 지정된 전
체 사용권 수를 나타냅니다.

평가판 라이센스 평가판 라이센스는 무료 평가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를 나
타냅니다. 평가 기간 이후에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을 사용하려면 설치에 맞는 라이센스를 구매 및
활성화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평가판을 라이센스 설치로 변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계정 담당자로부터 평가판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기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처음 설치한 이후 60일입니다.

초과 배포 배포된 클라이언트 수가 라이센스가 부여된 사용권 수보다 많으면 라이센스가 초과 배포된 것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를 계획하고 설치 후에 제품 라이센스를 관리하려면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합
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관리되는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센싱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라이센스 파일을 수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단독 실행 Windows 클라이언트의 평
판 데이터를 제출하려면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에 유료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 실행 Mac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
라이언트는 평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현재 시만텍 라이센싱 파일(.slf)을 찾아보고 복사본을 생성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2.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앞서 복사한 라이센스 파일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받은 편지함(기본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C:\ProgramData\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CurrentVersion\inbox\

기본적으로, 받은 편지함이 표시되는 폴더는 숨겨져 있으므로 숨겨진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을 사용하십
시오.

라이센스 파일이 잘못되었거나 라이센스 설치가 실패한 경우 해당 라이센스는 Invalid라는 새 폴더에 표시됩니다. 라
이센스 파일이 유효한 경우에는 처리된 후 받은 편지함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3. 라이센스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확인하려면 받은 편지함 폴더에 나타나는 파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slf 파일이 다음 폴더(기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ProgramData\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CurrentVersion\Data\Config

또한 타사 배포 패키지의 일부로 .slf 파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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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서버 연결 관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관리 서버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Table 49: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연결을 관리하는 태스크

작업 설명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의 연
결 상태 확인

클라이언트와 관리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아이콘은 클라이언트
와 서버가 통신하는지 여부를 보여 줍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시스템에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올바른 통신 파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라이언트가 정책 업데이트
를 가져왔는지 확인

클라이언트와 관리 콘솔에서 정책 일련 번호를 확인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최신 정책 업데이트를 가
져오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정책 업데이트를 받는다면 정
책 일련 번호가 일치할 것입니다.
수동 정책 업데이트를 수행한 다음 두 정책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확인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정책과 컨텐츠를 클라이언트
로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변경

관리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정책을 전송하거나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정책을 수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기본 관리 서버 목록을 사용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관리 서버의 대체 목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목록은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관리 서버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특정 위치에 대한 통신 설정
구성

위치 및 그룹 대한 별도의 통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 대한 통신 설정 구성

관리 서버 연결 문제 해결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
결

자세한 내용은 About the communication ports that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uses(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서버 및 서버-클라이언트 연결 구성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구성
• 클라이언트 및 서버 성능 향상
•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타사 서버와 통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이언트 간의 HTTPS 통신 설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은 Apache 웹 서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 보고 서비스가 제공됩
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HTTPS 통신이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HTTPS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서명하고 암호화하는 보안 프로토콜로, 통신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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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2.1의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에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 HTTP를 사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에서 버전 14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업그레이드 중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설정이 유
지됩니다. 버전 12.1에서 HTTPS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업그레이드 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pache
웹 서버에서 HTTPS 연결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pache 웹 서버에서 HTTPS 연결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50: 클라이언트에 대한 HTTPS 통신 구성

단계 설명

1단계: 기본 HTTPS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기본적으로 HTTPS 트래픽은 포트 443을 사용합니다. 일부 네트워크의 경우 포트 443이 이미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바인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 통신을 실행하기 전에 기본 포
트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트 가용성 확인

2단계: 필요에 따라 기본 HTTPS
포트 변경

포트 443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높은 포트 범위(49152-65535)에서 사용되지 않는 포트를 선택하
십시오. 새 포트를 사용할 관리 서버를 구성하십시오. 새 포트가 반영되도록 관리 서버 목록을 업데
이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한 Apache의 HTTPS 포트 변경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3단계: 클라이언트에 대한 HTTPS
통신 실행

Apache httpd.conf 파일을 편집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HTTPS 통신을 허용하십시오. 연결을 테스
트한 다음 클라이언트를 HTTPS 통신으로 전환하십시오.
HTTPS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실행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관리

포트 가용성 확인
일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의 경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포트 할당을 변경해야 합니다. 새 포트를 할당하기 전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서 새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netstat -an | find ":port" | find "LISTENING"

여기서 port 부분은 가용성을 확인할 포트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포트 443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netstat -an | find ":443" | find "LISTENING"

netstat 명령이 결과를 반환하면 사용되지 않는 포트를 찾아야 합니다. 위와 동일한 명령을 사용하되 port 부분은 선택한
포트로 바꾸십시오. 이 명령이 결과를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한 Apache의 HTTPS 포트 변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이언트 간의 HTTPS 통신 설정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보호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한 Apache의 HTTPS 포트 변경
Apache의 기본 HTTPS 포트는 포트 443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다른 HTTPS 웹 사이트를
호스트하는 경우 포트 443이 이러한 웹 사이트 중 하나에 이미 할당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본 포트 443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새 설치에 다른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포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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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통신하도록 하려면 이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
다.

NOT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후 HTTPS 포트 번호를 사용자 정의하면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의 통신이
끊어집니다. 다음에 서버에서 새 연결 정보로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면 통신이 다시 설정됩니다. 통신 업데이
트 패키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이 절차를 완료한 후 HTTPS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한 Apache의 HTTPS 포트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텍스트 편집기에서 다음 파일을 여십시오.

SEPM_Install\apache\conf\ssl\sslForClients.conf

SEPM_Install - 기본값은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12.1.x를 실행하는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
니다.

NOTE

상위 폴더인 SEPM_Install\apache\conf\ssl\은 읽기 전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폴더 속성에서 읽기 전용을
선택 해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줄을 편집하고 기본값 443을 새 포트 번호로 교체하십시오.

443 ##

<VirtualHost_default_: 443>

3. 파일을 저장하고 텍스트 편집기를 닫으십시오.

포트 가용성 확인

HTTPS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이언트 간의 HTTPS 통신 설정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보호

HTTPS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간에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한 보안 통신이 실행되도록
httpd.conf 파일을 편집합니다.

보안 통신을 위해 대체 포트를 사용해야 할 경우 먼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포트 할당을 변경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HTTPS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이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버전
12.1에서 버전 14.x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에 대한 설정이 유지됩니다. 버전 12.1.x의 경우 HTTPS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이 기본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1. Apache 웹 서버의 HTTPS를 실행하려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다음 파일을 여십시오.

SEPM_Install\apache\conf\httpd.conf

SEPM_Install - 기본값은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12.1.x를 실행하는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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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텍스트 문자열을 찾아 해시 표시(#)를 제거하십시오.

#Include conf/ssl/sslForClients.conf

3. 파일을 저장한 다음 닫으십시오.

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Webserver 서비스를 재시작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Webserver 서비스를 중지하고 재시작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도 중지되고 재시작됩니다.

Apache 웹 서버 중지 및 시작

5. HTTPS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을 입력하십시오.

https://SEPMServer:port/secars/secars.dll?hello,secars

여기서 SEPMServer 부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서버 호스트 이름이고, port 부분은 HTTPS 포
트 번호입니다. 기본적으로 HTTPS 트래픽은 포트 443을 사용합니다.

6. 브라우저에 OK라는 단어가 표시되면 SSL 연결이 성공한 것입니다.

페이지 오류가 표시되면 이전 단계를 반복하고 모든 문자열의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URL을 올바르게 입력했
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와 개인 키 조합으로 관리 서버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웹 브라우저에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관리 서버 인증서의 주체 이름과 다른 URL에서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는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7.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과의 통신에 HTTPS를 사용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전환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의 정책 탭에서 정책 구성 요소 > 관리 서버 목록을 누르십시오.

8. 클라이언트 그룹 및 위치가 사용하는 관리 서버 목록을 두 번 누르십시오. 기본 관리 서버 목록만 있다면 복사한 다음 새
목록을 두 번 눌러 편집하십시오.

태스크에서 관리 서버 목록 추가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관리 서버, 추가 > 새 서버에서 서버 정보를 추가하십시오. 서버
IP 주소에 대한 새 서버 항목 하나와 서버 이름에 대한 항목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9. HTTPS 프로토콜 사용을 누르십시오.

인증 기관 서명 인증서와 개인 키 쌍을 사용해 이전에 관리 서버를 업데이트한 경우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인증
서 확인만 누르십시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NOTE

sslForClients.conf 파일에 사용자 정의 HTTPS 포트 번호를 사용한 경우 관리 서버 목록에서 서버를 편집
하십시오. HTTPS 포트 사용자 정의를 누르고 이전에 사용한 번호와 일치하도록 포트를 편집하십시오.

확인을 눌러 사용자 정의 포트를 저장하십시오.

10.확인을 눌러 관리 서버 목록을 저장하십시오.

11.기본 관리 서버 목록의 복사본을 편집한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할당을 누른 다음 모든 그룹과 위치에 할
당하십시오.

그룹 및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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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도움말 > 문제 해결 > 서버 연결 상태를 누르십시오.

13.마지막 연결 시도 및 마지막 연결 성공에서 HTTPS 통신에 대한 서버 주소와 포트 번호가 모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4.필요한 경우 지금 연결을 눌러 즉시 연결을 강제하십시오.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한 Apache의 HTTPS 포트 변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라이언트 간의 HTTPS 통신 설정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보호

클라이언트 및 서버 성능 향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 성능과 서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able 51: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

태스크 설명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
정 변경

푸시 모드 대신 풀 모드로 관리 서버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정책과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빈도
를 제어하십시오. 풀 모드의 경우 관리 서버가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트비트 간격을 늘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 빈도를 낮추십시오. 서버당 클라이언트가 100개 미만인 경
우 하트비트를 15-30분으로 늘리십시오. 클라이언트가 100개에서 1,000개 사이인 경우 하트비트를 30-60분
으로 늘리십시오. 더 큰 네트워크에서는 더 긴 하트비트 간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운로드 무작위화는 하트
비트 간격의 1-3배 사이로 늘리십시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하트비트 간격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mantec Endpoint Sizing and Scalability Best Practices(영문)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컨텐츠 업데이트 무작위
화 및 횟수 감소

컨텐츠 업데이트의 크기와 빈도는 컨텐츠 유형과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컨
텐츠 업데이트 세트를 다운로드하고 가져오는 데 따르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 관리 서버로 클라이언트 로드를 분산시키십시오.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배포하십시오(예: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또는 타사 배포 도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면 서버의 처리 능력을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클라이언트로 오프로드하
여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업데이트

• LiveUpdate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시간을 무작위화하십시오.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실행되도록 구성

검사를 조정하여 시스템
성능 개선

일부 검사 설정을 변경하면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고서도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을 무시하도록 검사를 구성하거나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실행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검사 조정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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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로그 볼륨 줄이기

저장소 요구 사항을 최적화하고 기록된 데이터 보존에 대한 회사 정책을 준수하도록 로그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항목의 지속적인 흐름을 수신하여 로그 파일에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
터를 관리하여 저장된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모두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너
무 많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여 로그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로그를 일부만 서버에 업로드하고 클라이언트 로그가 업로드되는 빈도를 변경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 지정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할 수 있는 로그 항목의 수와 유지 기간을 지정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 지정

• 중요하지 않은 위험 요소 이벤트 및 시스템 이벤트를 필터링하여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줄이십시
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 각 관리 서버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줄이십시오.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 클라이언트 로그가 서버에 업로드되는 빈도를 제어하는 하트비트 빈도를 줄이십시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 로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기 전에 저장되는 디렉터리의 하드 디스크 공간을 늘리십시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디스크 공간 늘리기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태스크 수행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속도를 높이려면 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예약해야 합니다.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예약

서버 인증서
인증서는 민감한 데이터의 인증 및 암호화를 위한 업계 표준입니다. 네트워크의 라우터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기 위해 관리 서버는 서버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관리 서버가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여 자신을 식별 및
인증할 수 있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하지만 서버와 클라이언
트 간의 암호화를 실행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만일에 대비한 안전 예방 조치로 인증서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 서버가 손상되거나 키 저장소 암호가 기
억나지 않는 경우에도 암호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인증서 백업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새 서버 인증서 생성

관리 서버는 다음과 같은 인증서 유형을 지원합니다.

• JKS 키 저장소 파일(.jks)(기본값)
keytool.exe라는 Java 도구는 키 저장소 파일을 생성합니다. Java Cryptography Extension(.jceks) 형식을 사용하려면 특
정 버전의 Java Runtime Environment(JRE)가 필요합니다. 관리 서버는 관리 서버에서 Java Development Kit(JDK)와
동일한 버전으로 생성된 .jceks 키 저장소 파일만 지원합니다.
키 저장소 파일에는 인증서와 개인 키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키 저장소 암호는 키 암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
음과 같은 파일에서 암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SEPM_Install\Server Private Key Backup\recovery_timestamp.zip
SEPM_Install - 기본값은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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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x를 실행하는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
니다.
암호는 keystore.password= 줄에 나타납니다.

• PKCS12 키 저장소 파일(.pfx 및 .p12)
• 인증서 및 개인 키 파일(.der 및 .pem 형식)
시만텍은 암호화되지 않은 인증서 및 개인 키를 .der 또는 .pem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Pkcs8 암호화 개인 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다음과 같은 경우 보안 인증서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이미 사용하는 이전 보안 인증서를 복원합니다.
• 기본 인증서(.JKS) 이외의 다른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와의 보안 통신을 사용하면 서버 인증서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교환됩니다. 이 교환으로 서버와 클
라이언트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서버의 인증서가 변경되면 신뢰 관계가 깨지고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통신할 수 없
습니다.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 고립이라고 합니다.

NOTE

하나의 관리 서버 또는 여러 관리 서버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려면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십시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단계에는 서버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인증서를 업데이트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
니다.

Table 52: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단계

단계 설명

1단계: 복제 관계 분리* 업데이트하려는 관리 서버가 다른 관리 서버를 복제하는 경우 복제 관계를 분리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전/후에 복제 실행 중지 및 복제 복원

2단계: 서버 인증서 확인 실행 중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보안 통신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확인을 실행 중지하면 서버가 서버 인
증서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클라이언트가 계속 연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3단계: 모든 클라이언트가 업데이
트된 정책을 받을 때까지 대기

업데이트된 정책을 배포하는 프로세스는 다음 요인에 따라 한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수. 관리되는 시스템이 새 정책을 받으려면 온라인 상태가 되
어야 하므로 대규모 설치의 경우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자가 휴가를 떠나 해당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책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확인

4단계: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합니다.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먼저 인증서를 업그레이드하
십시오.
관리 서버 업그레이드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새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Webserver 서비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PI 서비스
(버전 14부터)

5단계: 서버 인증서 확인을 다시 실
행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보안 통신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6단계: 모든 클라이언트가 업데이
트된 정책을 받을 때까지 대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전 단계의 정책 변경 사항을 수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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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7단계: 복제 관계 복원* 업데이트한 관리 서버가 다른 관리 서버를 복제하는 경우 복제 관계를 복원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전/후에 복제 실행 중지 및 복제 복원

* 이 단계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환경에서 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새 서버 인증서 생성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인증
합니다. 또한 이 인증서는 정책 파일과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하는 설치 패키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합니다. 클라이언
트는 인증서의 캐시된 복사본을 관리 서버 목록에 저장합니다. 인증서가 손상되거나 잘못된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
신할 수 없습니다. 보안 통신을 실행 중지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계속해서 통신할 수 있지만 관리 서버의 통신이 인
증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증서를 업데이트하려면 보안 통신을 실행 중지합니다.

• 단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있는 사이트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둘 이상인 사이트,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NOTE

인증서가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경우 베스트 프랙티스로 재해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인증서를 업데이트한 후 클라이언트가 인증서를 확인하고 수신하면 보안 통신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여러 관리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업데이트하고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사용하면 관리 서버 목록의 인
증서가 업데이트됩니다.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 중에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된 관리 서버 목록과 새 인증서를 수신
합니다.

NOTE

1~5단계는 버전 14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12.x를 사용하는 경우 6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단일 관리 서버 사이트의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하려면 콘솔에서 정책 > 정책 구성
요소 > 관리 서버 목록을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목록 복사를 누르고 목록 붙여넣기를 누르십시오.

3. 목록의 복사본을 두 번 눌러 편집을 시작한 후 다음과 같이 변경하십시오.

• HTTP 프로토콜 사용을 누르십시오.
• 각 서버 주소에 대해 관리 서버에서 편집을 누르고 HTTP 포트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시오.
기본값인 8014를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사용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른 다음 다시 확인을 누르십시오.

5. 목록의 복사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할당을 누르십시오.

6.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 정책 > 일반을 누르십시오.

7. 보안 설정 탭에서 인증에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보안 통신 실행을 선택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8. 모든 그룹에 이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하트비트 주기를 3회 이상 기다린 후 9단계로 이동하십시오.

상위 그룹에서 상속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도 이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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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10.확인을 누르십시오.

원래 설정을 다시 실행하려면 하트비트 주기를 3회 이상 기다린 후 인증에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클라
이언트 간 보안 통신 실행을 다시 선택한 다음 원래 관리 서버 목록을 그룹에 다시 할당하십시오.

11.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다중 관리 서버 사이트의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가 하
나 이상의 다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로드 균형 조정 또는 장애 조치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로드 균형 조정 또는 장애 조치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단일 관리 서버 사이트 절차를 사용하여 보안 통신을 실행 중지한
다음 다시 실행하십시오.

WARNING

통신 모듈이 변경되어 클라이언트 버전 14.2.x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
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중 관리 서버 사이트인 경우에도 이러한 클라
이언트 버전에 단일 관리 서버 사이트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1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13.하트비트 주기를 3회 이상 기다린 후 사이트의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
트하십시오.

14.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하여 사이트의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새 인증서를 적용하십시오.

NOTE

외근 또는 휴가 중인 사용자는 장치가 오프라인이므로 장치에서 이러한 업데이트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많은 기관에서는 사무실 밖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업데이트하기 위해 장애 조치 방법을 30일 이상
실행합니다. 하나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이전 인증서로 90일 이상 실행되게 하면
이러한 사용자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인증서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서버 인증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 해독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키를 암호 해독하여 인증을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서버
인증서를 변경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암호화된 연결이 끊깁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복구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재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미 사용하는
이전 인증서를 복원하기 위해 인증서를 업데이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 한 관리 서버를 다른 관리 서버로 대체하고 동일한 IP와 서버 이름을 사용합니다.
• 재해 복구 후 잘못된 서버 인증서(.JKS)를 적용합니다.
• 구매한 다른 인증서를 기본 .JKS 인증서 대신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버 인증서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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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하거나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의 로컬 사이트에서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할 관리 서버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인증서 관리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서버 인증서 관리 창에서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를 누르고 다음을 누른 후 예를 누르십시오.

서버-클라이언트 연결을 유지하려면 보안 연결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5.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창에서 업데이트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각 인증서 유형에 대해 창의 지침을 따르고 마침을 누르십시오.

백업 서버 인증서는 SEPM_Install\Server Private Key Backup\recovery_timestamp.zip에 있습니
다. 동일한 .zip 파일 내의 settings.properties 파일에서 키 저장소 파일의 암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암호는
keystore.password= 줄에 나타납니다.

SEPM_Install - 기본값은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12.1.x를 실행하는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
니다.

7. 새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Webserver 서비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PI 서비스(14부터)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Apache 웹 서버 중지 및 시작

시스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변경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과 IP 주소를 사용하여 SEPM과 통신합니다.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를 변경하면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통신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름이 변경되고 이전 시스템 이름 및 IP 주소를 사용하는 이전 인증서가 유효
하지 않기 때문에 SEPM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SEPM 시스템의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이 인증서에 있는 정보와 다르기 때문에 SEPM 웹 콘솔에 인증서 오류가 표시됩니
다.

NOTE
SEPM 및 SEP 클라이언트가 HTTP가 아닌 HTTPS를 통해서만 통신하는 경우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재구성하고 SQL Server Express 또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
증서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최신 및 새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를 모두 사용하도록 관리 서버 목록을 업
데이트하고, 모든 클라이언트에 할당되도록 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목록을 사용하면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 변경 후에도 SEP 클라이언트가 SEPM과 계속 통신할 수 있습니
다.
그룹 및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 할당

2. 클라이언트 > 정책 탭에서 일반 > 보안 설정 탭을 누르고 인증에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보안 통신 실행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보안 통신을 실행 중지해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SEPM에서 통신을 인증할 필요
없이 SEPM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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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3.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 탭에서 클라이언트가 여전히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SEPM 시스템 IP 주소를 변경하십시오.
5. SEPM 시스템 호스트 이름을 변경한 다음 SEPM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NOTE
IP 주소가 아닌 시스템 호스트 이름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6. net stop semsrv , net stop semapisrv 및 net stop semwebsrv 명령을 실행하여 SEPM 서비스를 중지하십
시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7. 다음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tomcat\conf\Catalina\localhost\root.xm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tomcat\instances\sepm-api\conf
\Catalina_WS\localhost\jdbc.properties
a. jdbc:sqlserver://SEPM_OLD_COMPUTER_NAME:2638 을

jdbc:sqlserver://SEPM_NEW_COMPUTER_NAME:2638 로 변경합니다. 2638 이외의 다른 포트 번호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다른 숫자를 사용하여 진행하십시오.

b. trustServerCertificate = false 를 trustServerCertificate = true 로 변경합니다.
8. net start semsrv , net start semapisrv 및 net start semwebsrv 명령을 실행하여 SEPM 서비스를 재시
작하십시오.

9. SEPM에 로그온하십시오.
### #### #####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누르고 로그온하십시오.

10.새 SEPM 서버 인증서를 생성하십시오.
이 단계는 새 시스템 이름 및 IP 주소를 사용하여 SEPM-to-SEP 클라이언트 인증서 정보를 비교합니다.
새 서버 인증서 생성

11. SEPM 콘솔에서 로그오프하십시오.
12.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1. SEPM을 재구성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2. SEPM에 로그온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
베이스

1. SEPM을 재구성하십시오. TLS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새 SQL TLS 인증서를 생성하고 가져오십시오.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3. SEPM에 로그온하십시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SEPM과 동일한 시스템에 있는 경우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변경 후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내장 데이터베이스 SEPM에 로그온하십시오.

13.인증에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보안 통신 실행을 실행하십시오.
14.클라이언트가 여전히 SEPM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변경 후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

SEPM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Microsoft SQL Server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을 변경한
후에 ODBC 연결에 사용되는 서버 이름이 변경됩니다. ODBC 연결에 사용되는 서버 이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P 주소
가 아닌 SEPM의 시스템 이름만 변경합니다.

ODBC 연결에 사용되는 서버 이름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스템에서 시작 > 실행을 누르십시오.
2. [이름] 필드에 odbccp32.cpl (32비트) 또는 odbcad32.exe (64비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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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BC 데이터 원본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시스템 DSN 탭을 누르십시오.
4. 시스템 DSN으로 SymantecEndpointSecurityDSN을 선택하고 구성을 누르십시오.
5. 서버 이름에 대한 올바른 연결 대상(예: \)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Windows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Windows 통합 인증을 선택하십시오. SQL server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된 로그인

ID와 암호를 사용하여 SQL Server 인증을 선택하고 로그인 ID 및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SQL Server에 연결하여 추가
구성 옵션에 대한 기본 설정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7.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다음으로 변경을 선택하고 sem5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8. 마침을 누르십시오.
9. ODBC Microsoft SQL Server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원본 테스트를 누르십시오.

#### ##### ######. 메시지가 표시되면 ODBC 연결 테스트가 완료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후 클라이언트가 온라인 상태이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합니다. 콘솔과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관리 서버 연결을 확인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시스템 작업 표시줄의 클라이언트 방패 표시에 녹색 점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를 열고 상태 화면에 시스템이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녹색 확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클라이언트를 열고 도움말 > 문제 해결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관리 서버 연결을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대상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탭에서는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름 열에 녹색 점이 있는 아이콘이 표시되고 진단 상태가 온라인으로
표시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통해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클라우드 콘솔에 올바른 온
라인 상태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된 상태를 보려면 온라인 상태가 변경
된 후 5~10분간 기다리십시오.

Table 53: 관리 콘솔의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 탭 > 이름 열에 표시되는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아이콘 설명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가 실패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진단 상태가 온라인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진단 상태가 오프라인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콘솔에서 추가되었을 수 있고 시만텍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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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설명

•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콘솔에서 추가되었을 수 있고 시만텍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이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이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이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모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클라이언트에서 알림 영역 아이콘을 선택하여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영역 아이콘은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콘은 클라이언트 시스템 바탕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관리자가 아이콘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구성한 경우 알림 영역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
니다.

Table 54: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아이콘 설명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단독 실행 상태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관
리 서버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서버와 연결되어 통신하고 있습니다. 보안 정책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경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라이센스가 만료되었거나, 하나 이상의 보호 기술이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알림 영역 아이콘 숨기기 및 표시

정책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확인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지 확인하려면 콘솔과 클라이언트에서 정책 일련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통신하고 정기적인 정책 업데이트를 받는다면 일련 번호가 일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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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련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문제 해결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1. 옵션 1: 콘솔에서 정책 일련 번호를 보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관련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프로그램 창의 오른쪽 상단에 정책 일련 번호와 정책 날짜가 표시됩니다.

NOTE

세부 사항 탭의 세부 사항 목록 아래쪽에 정책 일련 번호 및 정책 날짜가 표시됩니다.

3. 옵션 2: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책 일련 번호를 보려면 클라이언트에서 도움말 > 문제 해결을
누르십시오.

관리 탭에서 정책 일련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일련 번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속한 그룹의 콘솔에 표시되는 일련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에 풀 모드 또는 푸시 모드를 사용할지 여부 결정

그룹에 대한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에 풀 모드 또는 푸시 모드를 사용할지 여부 결정

관리 서버에서 정책을 구성하면 업데이트된 정책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
스템이 다음 두 업데이트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풀 모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하트비트 빈도 설정에 따라 관리 서버에 정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서버에 연결되면 클라이언트 시스
템이 관리 서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푸시 모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대한 HTTP 연결을 유지합니다. 관리 서버의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즉시 통지됩니다.

어떤 모드에서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관리 서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알맞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푸시 모드는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풀 모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는 대역폭이 적게
요구됩니다.

하트비트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데이터(예: 로그 항목)를 업로드하고 정책을 다운로드하는 빈도를 정의합니
다. 클라이언트가 시작될 때마다 첫 번째 하트비트가 발생합니다. 설정된 하트비트 빈도에 따라 다음 하트비트가 발생합니
다.

하트비트 빈도는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지원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
니다. 하트비트 빈도를 30분 이하로 설정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 클라이언트
수가 제한됩니다. 클라이언트가 1,000개 이상 배포된 경우에는 하트비트 주기를 가능한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
사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긴 간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로그를 수집하려면 하트비트 빈도를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올바른 구성,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평가하십시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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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통신 포트

그룹에 대한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정책을 클라이언트에 내보내거나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부터 정책을 가져오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푸시 모드입니다. 풀 모드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5분 간격으로 관리 서버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기본 하트비트 간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그룹 또는 위치에 대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12.1.6.6 이하에서 클라이언트 수가 100개 이상이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데스크톱 운
영 체제에 설치하는 경우 풀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데스크톱 운영 체제는 제한된 수의 동시 연결을 지원하므로 푸
시 모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연결 수가 금방 초과될 수 있습니다.

1. 그룹에 대한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구성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내보내거나 가져오도록 지정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을 누르십시오.

4.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5.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 창의 설정에서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오.

6. group name에 대한 통신 설정 대화 상자의 다운로드에서 관리 서버에서 정책 및 컨텐츠 다운로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푸시 모드를 누르십시오.
• 풀 모드를 누르고 하트비트 간격에서 분 또는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위치에 대한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지정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10.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내보내거나 가져오도록 지정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11.정책을 누르십시오.

12.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13.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 있는 수정하려는 위치의 위치별 정책에서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14.위치별 설정에서 통신 설정 오른쪽에 있는 태스크를 누르고 그룹 통신 설정 사용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15.통신 설정 오른쪽에서 로컬 - 푸시 또는 로컬 - 풀을 누르십시오.

16.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푸시 모드를 누르십시오.
• 풀 모드를 누르고 하트비트 간격에서 분 또는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17.확인을 누르십시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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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Sylink.xml이라는 통신 파일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연결합니다.
Sylink.xml 파일에는 관리 서버의 IP 주소와 하트비트 간격 같은 통신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클라이언
트 설치 패키지를 설치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자동으로 통신합니다.

sylink 파일은 하트비트 중에 다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트비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로그를 업로드하고
정책 및 명령을 다운로드하는 빈도입니다.

sylink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모든 관리 서버에 대한 공용 인증서
• KCS 또는 암호화 키
• 각 클라이언트가 속하는 도메인 ID

NOTE

sylink 파일을 편집하지 마십시오. 설정을 변경하면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할 때 관리 서버가 대부
분의 설정을 덮어씁니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Sylink 통신 문제 해결

버전 14.2에서는 통신 모듈이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로그 파일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2 통신 모듈은 Windows, Mac 및 Linux를 비롯한 모든 클라이언트 유형에서 작동하며 개선된 IPv6 지원을 제공합니다.

NOTE

버전 14.2부터 통신 모듈은 시스템 프록시 정보만 고려합니다.

1. 통신 모듈에 대한 로그 파일을 보려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다음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C:\ProgramData\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CurrentVersion\Data

다음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등록:
– RegistrationInfo.xml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제출하는 클라이언트 등록 메타데이터

– Registration.xm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클라이언트에 반환하는 클라이언트 등록 메타데이터

– State.xml
관리 서버 IP 주소와 같은 내부 설정이 포함됩니다.

• 통신 모듈 로그:
\Logs\cve.log 및 \Logs\cve-actions.log
이러한 로그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기술 지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로그를 보내십시오.

• opstate 상태:
\Pending 및 \Sent 폴더의 로그에 표시됩니다.

2. 통신 모듈 로그를 구성하려면 Windows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열고 시작 > 실행을 누르고 regedit를 입력한 다음 확
인을 누르십시오.

3. cve.log 또는 cve-actions.log를 실행하려면 다음 Windows 레지스트리 키를 여십시오.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SYLINK\SyLink
REG_DWORD: CVELog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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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값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1 = 디버그
• 2 = 정보
• 3 = 경고
• 4 = 오류
• 5 = 치명적

레지스트리 키가 없거나 값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4로 설정됩니다. 설치 기본값도 4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HKLM\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SYLINK\SyLink]
"CVELogLevel"=dword:00000001

64비트: [HKLM\SOFTWARE\Wow6432Nod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SYLINK
\SyLink] "CVELogLevel"=dword:00000001

4. 이러한 로그의 크기를 제어하려면 다음 레지스트리 값을 사용하십시오. [HKEY_LOCAL_MACHINE\SOFTWARE
\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SYLINK\SyLink] REG_DWORD:
CVELogSizeDB

기본 크기는 250MB입니다.

How to enable Communication Module logging in Endpoint Protection 14.2(영문)

How to enable Sylink debugging for Endpoint Protection clients(영문)(14.1 이하 버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합니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은 언제 대체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Sylink.xml 파일을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기존
Sylink.xml 파일을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 통신이 손실되면 기존의 Sylink.xml 파일을 새로
운 파일로 바꾸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 연결 확인

•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로 변환하려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설치 파일에서 설치하면 이 클라
이언트는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이며 관리 서버와 통신하지 않습니다. 시스템(관리되는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를 재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및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 이전의 고립된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관리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가 손상된 경우 관리
서버를 재설치해야 합니다. 고립된 클라이언트의 Sylink.xml 파일을 업로드하여 클라이언트 통신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 내보내기

• 여러 그룹에서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단일 그룹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원격 그룹 및 랩톱 그룹의 클라이언
트 시스템을 테스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한 번에 하나의 그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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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convert an unmanaged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intosh client to managed(영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배포하십시오. 대규모 환경에서 Sylink.xml을 수동으로 가
져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관리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 설치 파일의 \Tools 폴더에 있는 SylinkDrop 도구를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십시오.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의 이점은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켜
는 즉시 Sylink.xml 파일을 다운로드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된 후에야 새 Sylink.xml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복원

• Sylink.xml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내보냈다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가져오십시오.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은 대기열
에 추가되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실행할 때마다 완료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온라
인 상태여야 합니다.
통신 파일을 내보내고 가져오는 단계에서는 Sylink.xml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내보내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프로세스를 보여 줍니다.

Table 55: 통신 파일을 내보내고 가져오는 단계

단계 설명

1단계: 클라이언트가 속할 그룹의
통신 설정이 모두 포함된 파일을 내
보내십시오.

기본 파일 이름은 group name_sylink.xml입니다.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 내보내기

2단계: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배포하십시오.

이 파일을 네트워크 위치에 저장하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개별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
일을 가져오십시오.

관리자나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가져오기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가 암호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암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암호로 보호되는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암호
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암호는 정책을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데 사용되는 암호와 동일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암호로 보호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4단계: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및 서버 통신을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즉시 관리 서버에 연결합니다. 관리 서버는 통신 파일에 지정된 그룹에 클라이언트를
할당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그룹의 정책과 설정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가
통신하기 시작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작업 표시줄에 녹색 점의 알림 영역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클라이언트 및 서버 통신 파일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이 끊어진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Sylink.xml 파일을 대체하여 통신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습니
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를 배포하여 Sylink.xml 파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컴퓨터, 물리적으로 간편하게 액세스
할 수 없는 컴퓨터 또는 관리 액세스가 필요한 컴퓨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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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십시오.

도움말 > 시작 페이지를 누른 다음 필요한 작업에서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의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에서 Windows 또는 Mac 클라이언트용 패키지가 필요한지 여부
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3. 정책을 적용할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만 암호 보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암호로 보호

4. 다음 배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 원격 강제 설치를 누르고 다음 절차의 시스템 선택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 패키지 저장을 수행하고 다음 절차의 찾아보기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5.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를 적용한 후 시스템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성공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클라이언트 배포 상태에 대한 리포트 실행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 내보내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Sylink.xml 파일을 대체하여 통신을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
다. 그룹별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Sylink.xml 파일을 수동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Sylink.xml을 대체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로 변환하려는 경우.
• 이전의 고립된 클라이언트를 관리 서버에 다시 연결하려는 경우.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끊지 않고 관리 서버의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통신 업데이트 패키
지를 배포하십시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를 표시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통신 설정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4. group name의 통신 설정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십시오.

5. 내보내기 파일 선택 대화 상자에서 .xml 파일을 내보낼 폴더를 찾은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선호 정책 모드에서 시스템 모드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7.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파일 이름이 이미 있는 경우 기존 이름을 덮어쓰려면 확인을 누르고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려면 취소를 누
르십시오.

변환을 마치려면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통신 설정을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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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가져오기

Windows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가져오기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내보내면 Windows 클라이언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중
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전환하거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이전에 분리된 클라이언트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파일을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변환할 시스템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여십시오.

2. 오른쪽 상단에서 도움말을 누른 다음 문제 해결을 누르십시오.

3. 문제 해결 대화 상자의 관리 창에서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4. 그룹 등록 설정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group name_sylink.xml 파일을 찾은 다음 열기를 누르십시오.

5. 닫기를 눌러 문제 해결 대화 상자를 닫으십시오.

통신 파일을 가져온 후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가 통신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의 작업 표시줄에 녹색 점이 있는 알림 영역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녹색 점은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가 서로 통신 중임을 나타냅니다.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 내보내기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Linux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가져오기
(14.3 MP1 이하)

Linux 클라이언트용 단독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설치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서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상태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도록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앙 관리 클라
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과 통신하고 상태 및 기타 정보를 보고합니다.

또한 이 절차를 통해 이전에 분리된 클라이언트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superuser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필요에 따라 sudo를 사용하여 권한 상승
을 보여줍니다.

텍스트 path-to-sav 부분은 sav 명령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기본 경로는 /opt/Symantec/symantec_antivirus/입니
다.

Linux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파일을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사용자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가 먼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통신 설
정 파일을 내보내고 Linux 시스템에 복사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 sylink.xml인지 확인하십시오.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 내보내기

2. Linux 시스템에서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sudo path-to-sav/sav manage -i path-to-sylink/sylink.xml

여기서 path-to-sylink 부분은 sylink.xml을 복사한 대상 경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필의 데스크톱에 복사한 경우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sudo path-to-sav/sav manage -i ~/Desktop/sylink.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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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확인이 표시됩니다. 관리 상태를 더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이 명령은 성공적인 가
져오기에 대한 정책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path-to-sav/sav manage -p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IPv6 네트워킹 지원
이 지원은 버전 14.2에 추가되었습니다.

IPv6는 IPv4의 후속으로 개발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입니다. 두 가지 주소 유형 모두 인터넷 지원 장치가 통신하는 데 필요
한 고유한 숫자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IPv4 주소는 32비트이고 IPv6 주소는 128비트입니다. 따라서 IPv6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장치의 인터넷 통신을 위한 더 많은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Pv6 주소는 16진수 문자열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fd32:32a4:d0cf:a0c4:0000:8a2e:0370:7334를 fd32:32a4:d0cf:a0c4::8a2e:0370:7334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포
트 번호로 끝나는 IPv6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IPv6 주소를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대괄호가 있으면 포트 번호가 IPv6 주소
의 일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http://[fd32:32a4:d0cf:a0c4::8a2e:0370:7334]:9090과 같이 입력합
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에서 IPv6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관리 서버와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 콘솔과 관리 서버 간의 통신(예: 로컬 또는 원격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 관리 서버와 LiveUpdate 관리자를 실행하는 내부 LiveUpdate 서버 간의 통신.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 관리 서버에 대한 Windows LiveUpdate
• 관리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또는 LUE(LiveUpdate) 엔진 및 평판 조회 같은 기능 간의 통신
• IPv6 기반 기준을 사용한 위치 인식 내 위치의 정의

또한 다수의 다른 정책에서 IPv4뿐 아니라 IPv6 주소를 정의 기준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예: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또
는 명시적 GUP).

IPv6는 다음 항목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 Symantec VIP를 통한 2FA(2단계 인증)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 구성

• 클라우드 콘솔 등록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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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클라이언트, 관리자 및 도메인 관리

그룹, 클라이언트, 관리자, 암호 및 도메인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섹션에서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클라이언트, 관리자, 암호 및 도메인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그룹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컨테이너 역할
을 합니다.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시스템 또는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요구 사항이 유사한 클라이언트를 그룹으로 구
성하면 네트워크 보안 관리가 더 용이해집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My Company 그룹은 최상위 수준(상위)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하위 그룹의 일반 트리가 포함됩니다.
• 기본 그룹은 My Company의 하위 그룹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미리 정의된 그룹에 속하지 않는 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처음 등록되면 우선 Default 그룹에 할당됩니다. Default 그룹에는 하위 그룹을 생성할 수 없습니
다.

NOTE

기본 그룹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내 회사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그룹 이름이 변경
되지 않습니다.

Table 56: 그룹 관리 작업

태스크 설명

그룹 추가 그룹 조직 방법
그룹 추가

기존 그룹 가져오기 조직에 이미 기존 그룹 구조가 있는 경우 조직 단위로 그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te: 가져온 조직 단위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생성한 그룹을 관리하는 것과 동일
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하위 그룹 상속 실행 중지 하위 그룹은 기본적으로 상위 그룹에서 동일한 보안 설정을 가져옵니다. 상속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상속 실행 중지
그룹 내 위치 생성 클라이언트의 물리적 위치가 변경되면 다른 보안 정책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 관리
보안 설정 중에는 그룹별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위치별로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치별로 모든 설정을 사
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 대한 통신 설정 구성

그룹에 대한 보안 정책 관
리

각 그룹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안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 또는 위치별로 다른 정책을 할당할 수 있
습니다.
정책 추가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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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그룹 유지 관리 수행 더욱 간편한 관리를 위해 그룹을 이동하고, 그룹 간에 클라이언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특정 그룹에 추가되지 못하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
그룹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을 차단

그룹 조직 방법
회사의 조직 구조 및 보안에 따라 여러 개의 그룹 및 하위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 역할, 지역 또는 기준의 조합에
따라 그룹 구조를 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57: 그룹 생성 기준

기준 설명

기능 랩톱, 데스크톱 및 서버와 같이 관리할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 유형에 따라 여러 개의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중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원격 그룹을 생성하고 사무실에 있는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 대한 로컬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할 영업, 엔지니어링, 재무 및 마케팅과 같은 부서 역할에 대한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시스템이 위치한 사무실, 시, 도,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 기준 조합에 따라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과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역할별로 상위 그룹을 추가하고 기능별로 하위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영업 부서 그룹 아래 랩톱, 데스크톱 및 서버 하위 그룹.
• 엔지니어링 부서 그룹 아래 랩톱, 데스크톱 및 서버 하위 그룹.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그룹으로 구성한 후에는 해당 그룹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마케팅 부서와 회계 부서가 있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서에는 이 회사의 뉴욕, 런던
및 프랑크푸르트 지사의 직원이 있습니다. 두 부서의 모든 시스템은 동일한 출처에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정의 업데
이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동일한 그룹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T 리포트에 따르면 회계 부서보다 텔레마케팅 부서가
위험 요소에 더욱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자는 별도의 텔레마케팅 그룹과 회계 그룹을 생성했습니다. 텔레
마케팅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차단 기능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
성 설정을 공유합니다.

Best Practices for Creating Group Structure(영문)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그룹 추가
조직의 그룹 구조를 정의한 후에는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 설명은 1024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제외하고 모든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 / \ * ? < > | : 그룹 설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NOTE

기본 그룹에는 그룹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룹 조직 방법

그룹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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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새 하위 그룹을 추가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탭의 태스크에서 그룹 추가를 누르십시오.

4. group name에 대한 그룹 추가 대화 상자에서 그룹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회사에서 Active Directory나 LDAP 서버를 사용하여 그룹을 관리하는 경우 그룹 구조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룹 구조를 가져온 후에는 관리 콘솔에서 그룹 및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에는 그룹 구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져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58: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단계 설명

1단계: 회사의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호환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추가할 때 동기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복제된 사이트의 디렉터리 서버에 연결

2단계: 전체 조직 단위 또는 컨테이
너 가져오기

Active Directory 또는 LDAP에서 기존 그룹 구조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
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져온 그룹 구조의 개별 계정을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 구조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x에서 디렉터리 서버의 그룹 구조가 아니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그룹 구조를 사용하려는 경우 개별 계정을 가져오십시오.
Searching for and importing specific accounts from a directory serv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가져온 시스템 또는 사용자
계정을 자체 그룹에 유지하거나 가
져온 계정을 기존 그룹에 복사

조직 단위를 가져온 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가져온 조직 단위 또는 계정을 자체 그룹에 유지합니다. 조직 단위 또는 개별 계정을 가져온 후
조직 단위 또는 그룹에 정책을 할당합니다.

• 가져온 계정을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에 복사합니다. 복사된 계정
은 가져온 조직 단위가 아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의 정책을 따릅니다.
그룹 추가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보안 정책의 유형

4단계: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변
경(선택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추가한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을 기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 대신 디렉터리 서버 인증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가져온 계정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면 관리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고 디렉터리 서버에서
암호를 검색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선택
디렉터리 서버에 대한 인증 확인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및 LDAP 서버에서는 조직 단위를 사용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조직 단위와 해당 계정 데이터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와 관리 콘솔에서 계정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조직 단위를 그룹으로 간주하므로 조직 단위 그룹에 보안
정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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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조직 단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으로 계정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
다. 그러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과 조직 단위 양쪽에 동일한 계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의 우선 순위가 조직 단위보다 높기 때문에 복사된 계정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으로 복사한 계정을 디렉터리 서버에서 삭제해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에 계정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서 수동으로 계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조직 단위에서 계정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아니라 디렉터리 서버에
서 수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관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를 삭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가 영구적
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Active Directory 서버와 동기화해야 변경 내
용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디렉터리 서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할 때 동기
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TE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서만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LDAP 서버와의 동
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 조직 단위를 가져오는 대신 선택된 사용자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특정 시스템 계정이나 사용자 계정이 포함된 조직 단위를 가져오려면 먼저 회사의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연결해야 합니다.

조직 단위에 포함된 계정은 관리 서버에서 수정할 수 없고 디렉터리 서버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ctive
Directory 서버와 관리 서버 사이에서 계정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수행한 모든 변경 사
항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수행한 모든 변경
사항은 관리 서버로 가져온 조직 단위에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연 기간은 동기화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결을 구성할
때 동기화를 실행하고 동기화 빈도를 설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디렉터리 서버 연결을 삭제하는 경우 먼저 가져온 조직 단위 중 해당 연결과
관련된 조직 단위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서버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NOTE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서만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LDAP 서버와의 동
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 및 로컬 사이트에서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서버 속성 대화 상자의 디렉터리 서버 탭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5. 디렉터리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6. Active Directory 또는 LDAP를 선택하고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LDAP 서버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값과 달라야 한다면 LDAP 서버의 포트 번호를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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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된 연결을 원하는 경우 보안 연결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디렉터리 서버 탭에서 디렉터리 서버와 동기화를 선택하고 예약에서 동기화 예약을 설정하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복제된 사이트의 디렉터리 서버에 연결
사이트에서 복제된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주 디
렉터리 서버와 복제된 서버에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디렉터리 서버의 연결이 끊겨도 관리 서버는 복제된 디
렉터리 서버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로컬 사이트와 복제된 사이트의 모든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조직
단위를 동기화하고 관리자 계정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및 복제 설정

NOTE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서만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LDAP 서버와의 동
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제된 사이트의 디렉터리 서버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서버 속성 대화 상자의 디렉터리 서버 탭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5. 디렉터리 서버 추가 대화 상자의 복제 서버 탭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6. 복제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디렉터리 서버의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
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시스템 계정이나 사용자 계정을 가져올 경우 계정을 조직 단위로 가져옵니다. 가져온
후 조직 단위에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을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으로 복
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단위는 My Company 그룹 또는 사용자가 생성하는 그룹의 하위 그룹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기본 그룹의 하위 그
룹으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룹을 조직 단위의 하위 그룹으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조직 단위를 두 개 이상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조직 단위 또는 컨테이너 내의 모든 계정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추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가져와
야 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관리할 계정을 기존 클라이언트 그룹에 복사합니다.

그러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x의 경우 특정 계정만 선택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Searching for and importing specific accounts from a directory serv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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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조직 단위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오기 전에 시스템 이름이나 사용자 이름 앞에 있
는 일부 특수 문자를 변환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는 디렉터리 서버에서 수행합니다. 특수 문자를 변환하지 않으면
관리 서버가 해당 계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 문자를 변환해야 합니다.

• 항목 시작 부분에 나오는 공백 또는 해시 문자(#)
• 항목 끝 부분에 나오는 공백 문자
• 쉼표(,), 더하기 기호(+), 큰따옴표(“), 부등호 기호(< 또는 >), 등호(=), 세미콜론(;), 백슬래시(\) 문자

이러한 문자가 포함된 이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면 각 문자 앞에 백슬래시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를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연결하십시오.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2.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클라이언트 아래에서 조직 단위를 추가할 대상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조직 단위 또는 컨테이너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4. 도메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5. 도메인 또는 하위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그룹의 상속 실행 중지
그룹 구조에서 하위 그룹은 처음에 상위 그룹에서 위치, 정책 및 설정을 자동으로 상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모든 그룹
에 대해 실행됩니다. 상속을 실행 중지하면 하위 그룹에 대한 별도의 보안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후 나중에 상
속을 실행하면 상속한 정보가 하위 그룹의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덮어씁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져온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 상속 구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클라우드에
정의된 상속 규칙을 따릅니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상속을 실행 중지 또는 실행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최상위 수준 그룹인 My Company를 제외한 모든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group name 창의 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그룹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을 차단
이미 그룹 구성원이 정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서 그룹을 정의하면 클라이언
트 시스템이 해당 그룹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에 처음으로 연결될 때 추가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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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특정 그룹에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면 됩니다. 새 클
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서 할당된 그룹에 추가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기본
그룹에 추가됩니다. 수동으로 시스템을 차단된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속성을 누르십시오.

3. 세부 사항 탭의 태스크에서 그룹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group name의 그룹 속성 대화 상자에서 새 클라이언트 차단을 누르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올바른 그룹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그룹의 클라이언트를 단일 그룹으로 이동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탭의 선택된 그룹에서 시스템을 선택하고 이동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새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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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시스템 관리

Table 59: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태스크

태스크 설명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
프트웨어가 설치되었는
지 확인

• 각 그룹에서 아직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 검색

• 다른 장치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탐지하도록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장치 중 일부는 보호되지 않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실행 장치를 탐지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 그룹에 클라이언트를 추가해 두었다가 나중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의 연결 상태 확인

관리 콘솔과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아이콘은 클라이언트와 서
버가 통신하는지 여부를 보여 줍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로 전환할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구성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다음 하트비트에 자동으로 관리 서버에 연결됩니
다. 서버가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통신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관리
모든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콘솔 또는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 문제 해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적
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각 보호 기능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 리포트를 실행하거나 로그를 관찰하여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하는지 또는 성능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에서 오탐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특정 속성을 기반으로 보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관련 정보 검색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
호 조정

클라이언트의 보호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 및 로그 결과에 따라 각 보호 유형을 강화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의 유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 클라이언트에서 암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암호로 보호

그룹의 엔드포인트를 다
른 그룹으로 옮겨 보호 수
정(선택 사항)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수준을 변경하려면 더 높은 보호 또는 더 낮은 보호를 제공하는 그룹으로 클라이
언트 시스템을 이동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다른 그룹으로 이동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할 때 클라이언트가 소속될 그룹을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삭제되거나 연결이 끊기고 나서 다시 추가되고 재연결되면
클라이언트는 원래 그룹으로 돌아갑니다. 클라이언트를 마지막으로 속해 있었던 그룹에 유지하려면 재연결
기본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클라이언트 > 정책 탭의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이러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group_name>에 대한 통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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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시스템 보호에 대한 사용
자 제어 여부 지정(선택
사항)

클라이언트 시스템 보호에 대해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위협 요소 사전 차단 기능 및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 안의 확인란을 잠그거
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가 개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방화벽 정책과 IPS 정책, 그리고 일부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의 경우 사용자 제어 수준을 더
세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전체를 제어해야 하는 경우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
프트웨어 제거(선택 사
항).

클라이언트 시스템 사용을 종료하고 다른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사용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면 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기본적으로 30일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를 삭제하기 전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삭제하면 데이터베이스 공간도 절약됩니다.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수를 늘리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 삭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 및 시스템의 작동 및 보호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지 않은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목록.
시스템 이름, 도메인 이름 및 로그온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 실행 및 실행 중지되어 있는 보호 기능.
• 최신 정책 및 정의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 그룹의 정책 일련 번호 및 클라이언트의 버전 번호.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예: 시스템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정보(예: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및 운영 체제 버전 번호).

특정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알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대상으로 명령을 실행
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자동 보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TE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경우 일부 최신 보호 기술이
보고하지 않음으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된 동작입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 검색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그룹을 찾으십시오.

3. 클라이언트 탭에서 보기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십시오.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오른쪽 하단의 입력란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여 특정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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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실행
자동 보호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보호 기능을 시스템에서 실행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보호 기능이 실행 중지되는 경우:

• 상태 페이지 상단의 상태 표시줄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 클라이언트의 아이콘에 아님 표시(대각선 슬래시가 있는 빨간색 원)가 나타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콘은 Windows 바탕
화면의 오른쪽 아래 작업 표시줄에 완전한 방패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구성에서는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관리자가 언제든지 보호 기능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
하면 관리자가 나중에 보호 기능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할 수 없도록 관리자가 이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상태 페이지에서 보호 기술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의 상태 페이지 상단에서 해결 또는 모두 해결을 누르십시오.

작업 표시줄에서 보호 기술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indows 바탕 화면의 알림 영역에서 클라이언트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실행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내에서 보호 기술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상태 페이지의 보호 유형 차단 옆에서 옵션 > 보호 유형 차단 실행을 누르십시오.

방화벽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의 상태 페이지 상단에 있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옆에서 옵션 > 설정 변경을 누르십시오.

2. 방화벽 탭에서 방화벽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3.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 검색
그룹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Windows, Mac 또는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 Windows 클라이언트는 시스템 모드 또는 사용자 모드로 실행됩니다.
• 클라이언트가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 지속적이지 않으며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창에서 검색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탭의 태스크에서 표시 필터 설정을 누르십시오.

4. 표시 필터 설정 대화 상자에서 새로 생성되었지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새 사용자 또는 시스
템을 선택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 관련 정보 검색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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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Sales 그룹에서 최신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Finance 그룹에서 최신 바이러스 정의
를 설치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NOTE

사용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검색하려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혹은 설치 이후에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속성 편집 대화 상자에 있는 일반 탭 및 사용자 정보 탭에도 표
시됩니다.

사용자 정보 수집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클라이언트 검색을 누르십시오.

3. 클라이언트 검색 대화 상자의 찾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스템 또는 사용자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4. 찾아보기를 눌러 기본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을 눌러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5. 검색 기준에서 검색 필드를 눌러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한 다음 검색에 사용할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내장 클라이언트를 찾기 위해 사용 중인 쓰기 필터 유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쓰기 필터, 파일 기반 쓰기 필터
또는 통합 쓰기 필터를 눌러 설치, 실행 또는 둘 모두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색하십시오. 또한 축소 크기 클라이언트
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유형을 눌러 축소 크기의 값을 검색하십시오.

6. 비교 연산자 드롭다운 목록을 누른 다음 비교 연산자를 선택하십시오.

검색 기준에 표준 부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7. 값 셀에서 검색 문자열을 입력하십시오.

8. 검색을 누르십시오.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9. 닫기를 누르십시오.

조회에 포함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콘솔에서 원격으로 개별 클라이언트 또는 전체 그룹에 대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모니터 페이지 > 로그 > 명령 상태를 누르십시오.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몇 가지 명령을 실행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도메인 관리자는 이러한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관리자의 경우 각 명령에 대한 액세
스를 개별적으로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Table 60: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명령

명령 설명

분석(14.3에서 제거
됨)

이전 릴리스에서 분석 명령은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 콘솔에서 Content Analysis System(CAS)로 제출한 모든 요
청의 진행률을 표시했습니다.

침해 증거 검사 취소 타사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에서 사용하는 검사를 시작하거나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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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설명

검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합니다.
검사 명령을 실행하고 사용자 정의 검사를 선택하면 검사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 페이지에 구성된 명령 검사 설정
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선택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적용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 있는 설정
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 시 검사 실행

Note: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자 정의 검사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LiveUpdate 세션을 시작하여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합니다. 클라이언트가
Symantec LiveUpdate에서 최신 컨텐츠를 수신합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컨텐츠 업데이트 및
검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LiveUpdate 세션을 시작하고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하여 컨텐츠를 업데이트합니다.

Power Eraser 분석
시작

선택한 시스템에 대해 Power Eraser 분석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시스템 또는 적은 수의 시스템에서만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불안정성을 보이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면 Power Eraser만 실행
해야 합니다. 다른 검사와 달리 Power Eraser는 모든 잠재적인 위협을 자동으로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로그에서
탐지를 검토하고 제거하거나 그대로 둘 위험에 대해 지정해야 합니다.

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이 명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Power Eraser 분석 시작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로그온되어 있으면 관리자가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구성한 재시작 옵션에 따라 경고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재시작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재시작 옵션은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항상 하드 재시작
을 수행합니다.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이 명령을 무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Note: Windows 클라이언트가 재시작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재시작 명령을 실행해도 재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레지스트리 키를 클라이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클라이언트 재시작 방지

자동 보호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를 실행합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자동 보호는 항상 실행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사용자가 자동 보호를 실행 중지할 수 없도록 설정을 잠글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이메일에 대한 자동 보호가 실행 중지된 경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및 네트워
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중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방화벽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고 침입 차단을 실행합니다.

Note: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이 명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방화벽 보호 관리
다운로드 인사이트
실행 및 다운로드 인
사이트 실행 중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이 명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검역소에서 삭제 검역소에서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이 명령은 위험 요소 로그 >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만 표시됩니다.

How to delete Quarantined items from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파일 핑거프린트 목
록 수집

선택된 클라이언트에서 편집할 수 없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합니다. 수집된 핑거프린트 목록은 정책 구
성 요소 >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아래의 정책 탭에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시스템 또는 작은 시스템 그룹에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경우 이 명령은 각 시스템별로 구분된 개별 목록을 수집합니다.

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이 명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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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설명

클라이언트를 검역
소에 배치 및 검역소
에서 클라이언트 제
거

클라이언트를 검역소에 추가하거나 검역소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사기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에 로그 보내
기

충돌하거나 예상과 다르게 동작하는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술 지원을 요청했
을 때 충돌한 클라이언트의 이벤트 ID가 필요한 경우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벤트 ID를 찾으려면 모니터 > 명령 상태 > 상세 내역을 누르십시오.
회사에 제한적인 데이터 보호 정책이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충돌한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를 시만텍에 보내도록 관리 서버 실행

플랫폼(12.1.x ~ 14.x) 기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검사 시작 또는 취소와 같은 명령을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
의 경우 관리 서버에서 실행한 명령이 사용자가 실행한 명령보다 우선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명령이 처리되는 순
서는 명령에 따라 다릅니다. 명령이 시작되는 위치에 상관없이 명령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음 위치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페이지.
• 시스템 상태 로그. 모든 검사 취소 및 Power Eraser 분석 시작 명령은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로그. 검역소에서 삭제 명령은 위험 요소 로그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How to delete Quarantined items from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검사를 시작한 경우 즉시 검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명령을 실행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그룹 또는 시스템에 대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왼쪽 창에서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그룹에서 명령 실행 > 명령을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 탭을 누르고 시스템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시스템에서 명령 실행 > 명령을 누르십시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르십시오.

4.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명령을 실행하려면 모니터 > 로그 > 시스템 상태 로그 유형을 누른 다음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5. 명령 목록 상자에서 명령을 선택하고, 시스템을 선택한 후 시작을 누르십시오.

NOTE

명령 목록에서 모든 검사 취소를 누르면 진행 중인 예약 검사 또는 시작한 검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7. 명령 상태 탭의 목록에서 명령을 선택한 다음 세부 사항을 누르십시오.

NOTE

검사 명령의 명령 열에서 검사 취소 아이콘을 눌러 진행 중인 검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재시작 방지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서버에서 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레지스트리 키를 설정하
면 관리자가 콘솔에서 해당 그룹에 대해 시스템 재시작 명령을 실행해도 서버가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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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재시작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여십시오.

2.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를 찾으십시오.

3. 레지스트리에 다음 줄을 추가하십시오.
DisableRebootCommand   REG_DWORD   1

Windows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모드와 시스템 모드 간 전환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에 정책을 적용하려는 방법에 따라 Windows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모드 또는 시스템 모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한 사용자나 시스템은 해당 그룹에 할당된 정책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추가하면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모드보다 우선하는 시스템 모드로 기본 설정됩니다. 시스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 및 Mac 클라이언트는 시스템 모드로만 설치됩니다.

모드 설명

시스템 모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시스템이 구성원으로 속한 그룹에서 정책을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에 어떤 사용자가
로그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정책은 시스템이 속해 있는 그룹을 따
릅니다. 시스템 모드가 기본 설정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대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시스템 모드로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몇몇 클라이언트에 사용자로서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름이 이미 다른 그룹에 있는 경우 사용자 모드를 시스템 모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모드로 전환하
면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이름이 그룹에서 삭제되고 클라이언트의 시스템 이름이 그룹에 추가됩니다.
시스템 모드로 추가한 클라이언트는 단독 실행 탐지기로 실행하여 승인되지 않은 장치를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단독 실행 장치를 탐지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사용자 모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사용자가 구성원으로 속한 그룹에서 정책을 가져옵니다. 정책은 클라이언트에 로그온되어 있는
사용자에 따라 바뀝니다. 정책은 사용자를 따릅니다.
Microsoft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디렉터리 서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기존 그룹 구조
를 가져와서 사용자별로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경우 사용자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사용자의 로그온 이름 및 시스템 이름이 이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 모드를 사용자 모드로 전환할 수 없
습니다. 사용자 모드로 전환하면 클라이언트의 시스템 이름이 그룹에서 삭제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이름이 그룹에 추가됩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에서 기존 그룹 및 시스템 가져오기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할 때 클라이언트가 소속될 그룹을 지정합니다. 나중에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모드나 시스템
모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삭제되거나 연결이 끊기고 나서 다시 추가되고 재연결되면 클라이언트가
원래 그룹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용자 모드나 시스템 모드에서 마지막으로 이동된 그룹에 유지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자 모드로 구성된 클라이언트에 로그온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전 사
용자가 속해 있던 그룹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클라이언트 > 정책을 누른 다음 통신 설정을 눌러 이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group_name>에 대한 통신 설정

Windows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모드와 시스템 모드 간에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이 포함된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탭의 표에서 시스템 또는 사용자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시스템 모드로 전환 또는 사용자
모드로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 모드는 전환 설정이므로 둘 중 하나가 항상 표시됩니다. 표의 정보가 변경되어 새 설정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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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행 장치를 탐지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회의실에서 물리적으로 액세스하거나 부적합한 무선 액세스 지점에서 액세스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장
치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해 정책을 적용하려면 네트워크에 새로운 장치가 연결되었을
때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클라이언트를 단독 실행 탐지기로
실행하여 알 수 없는 장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장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를 실행하지 않는 단독 실행 장치입니다. 단독 실행 장치가 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시작되면 다른 시스템이 해당 장치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장치의 운영 체제에서 네트워크로 다음 트래
픽을 전송합니다.

• ARP(주소 분석 프로토콜) 트래픽(ICMPv4)
• NDP(인접 라우터 검색 프로토콜) 트래픽(ICMPv6)

ICMPv6은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단독 실행 탐지기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는 이 패킷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서버로 전송합니다. 관리 서버는 패킷을 검색하
여 장치의 MAC 주소와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 서버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존의 MAC 주소 및 IP 주소 목록
과 이러한 주소를 비교합니다. 일치하는 주소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장치를 새로운 장치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이 장치가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전송하기만 하므로 추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장치(예: 프린터)를 무시하도록 단독 실행 탐지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에서 알 수 없는 장
치를 탐지하면 통지하도록 이메일 통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단독 실행 탐지기로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을 실행합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 클라이언트를 시스템 모드로 전환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모드와 시스템 모드 간 전환

• 항상 실행되는 시스템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를 단독 실행 탐지기로 실행하는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독 실행 탐지기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단독 실행 탐지기로 실행하려는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탭에서 단독 실행 탐지기로 실행할 클라이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단독 실행 탐지기로 실
행을 누르십시오.

4. 단독 실행 탐지기의 탐지 대상에서 제외할 장치를 하나 이상 지정하려면 단독 실행 탐지기 구성을 누르십시오.
5. client name에 대한 단독 실행 탐지기 예외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6. 단독 실행 탐지기 예외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탐지에서 제외할 IP 주소 범위를 누른 다음 장치의 IP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 탐지에서 제외할 MAC 주소를 누른 다음 장치의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7. 확인 >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클라이언트가 탐지한 승인되지 않은 장치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콘솔에서 홈을 누르십시오.
9. 홈 페이지의 보안 상태 섹션에서 상세 내역을 누르십시오.
10.보안 상태 상세 내역 대화 상자에서 알 수 없는 장치 실패 테이블로 스크롤하십시오.
11.대화 상자를 닫으십시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가 탐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홈 페이지로 이동하여 보안 상태 영역에서 상세 내역 보기를 누르십시오.
2. 보안 상태 상세 내역 창이 나타나면 알 수 없는 장치 실패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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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된 알려지지 않은 총 장치는 단독 실행되는 장치의 수를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외에도 액세스 지점, 라우터,
스위치 및 기타 장치가 포함됩니다.

3. 관련 없는 장치를 필터링하려면 클라이언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단독 실행 탐지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
오.

4. 단독 실행 탐지기 구성을 누르고 필터링할 장치의 IP 또는 Mac 주소를 추가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암호로 보호
사용자가 태스크를 수행할 때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암호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회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려고 시도하려는 경우 암호를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열기.
•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클라이언트 제거.

NOTE

이 옵션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합니다.
• 클라이언트 통신 설정을 가져오고 내보냅니다.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을 금지 또는 허용

암호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암호 보호를 설정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 탭의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에서 암호를 누르십시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일부 옵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정책 탭에서 암호를 사용하
여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클라이언트 암호 설정 창에서 확인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십시오.

확인란이 회색으로 표시되는 경우 이 그룹은 상위 그룹의 정책을 상속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상위 그룹의 정책을 편집하
거나 이 그룹에 대한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그룹의 상속 실행 중지

5. 암호 및 암호 확인 입력란에 동일한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6~256자 길이의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암호 강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시되면 암호의 길이를 늘리십시오. 이 메시지가 표시되어도 암호를 저
장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되지 않는 하위 그룹에 암호 설정 적용을 선택하여 상위 그룹에서 해당 설정을 상속하지 않는 하위 그룹에 대한 암
호 보호 설정을 수정하십시오. 이 설정은 상위 그룹에 대해서만 나타납니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을 금지 또는 허용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무엇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관리자는 사용자 제어 수준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알림 영역 아이콘을 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용자에
대해 관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관리되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일부 클라이언트 기능(예: 암호 보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암호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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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면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제어 수준을 서버 제어로 설정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제어 수준을 복합 제어로 설정하고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에서 상위 기능을 서버로 설정합
니다.
예를 들어 통지 영역 아이콘 표시/숨김 옵션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 영역 아이콘이 클라이언트에 표
시되며 사용자는 이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숨기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지 영역 아이콘 표시/숨김 옵션을 서버로 설
정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 통지 영역 아이콘을 표시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이러한 설정의 대부분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버 제어에서만 일부 옵
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복합 제어로 구성하려면 클라이언트 >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2. location name에 대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 복합 제어 옆에 있는 사용자 정의를 누
르십시오.

3.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합 제어 설정 대화 상자의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
행하십시오.

• 서버에서만 구성할 수 있도록 옵션을 잠급니다. 잠그려는 옵션에 대해 서버를 누르십시오.
여기서 서버로 지정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설정은 클라이언트의 설정에 우선합니다.

•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옵션을 잠금 해제합니다. 원하는 옵션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설정을 제외한 모든 설정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4. 서버로 설정한 일부 옵션에 대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을 눌러 해당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콘솔에서 서버로 설정된 나머지 옵션을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방
화벽 설정을 실행하려면 방화벽 정책에서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 실행

네트워크 침입 차단 또는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실행

5.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옵션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서버 제어로 구성하려면 사용자 제어 수준을 서버 제어로 변경하십시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9.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 상자에서 클라이언트에 표시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11.확인을 누르십시오.

복합 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정 구성

사용자 정보 수집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세스 중 또는 정책 업데이트 중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입력하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휴대폰 번호, 직위,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이를 수동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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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처음 표시되도록 실행하고 사용자가 요구된 정보로 응답한 후에는 더 이상 메시
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필드를 편집하거나 메시지를 실행 중지하고 다시 실행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새 메시지
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언제든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으며 관리 서버는 이러한 정보를 검색합니
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관리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패키지 설치를 누르십시오.

2. 설치 패키지 창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사용자 정보 수집 설정을 누르십시오.

4. 사용자 정보 수집 설정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정보 수집을 선택하십시오.

5. 팝업 메시지 입력란에 정보 요청 시 사용자에게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하십시오.

6. 사용자가 사용자 정보 수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중에 알림 사용을 선택하고 시간(분)을 설정하십시오.

7. 사용자에게 표시할 입력 필드 선택에서 수집할 정보 유형을 선택한 다음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Shift 키나 Ctrl 키를 누르면 하나 이상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입력하도록 정의하려는 필드의 경우 옆에 있는 선택 사항 열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다양한 위치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환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항상 VPN을 통해 원격으로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의 출장으로 인해 여러 위치에서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 제어 범위 밖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관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약자, 공급업체 또는 비즈니스 파
트너에게 네트워크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를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자신의 개인용 시스템을 사용하여 네트
워크에 연결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더 높은 보안 위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연결의 보안이 약하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이 약하거나,
일부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면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대해 가진 다양한 종류의 원격 액세스 권한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평가 결과에 따라 더 엄
격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를 해당 클라이언트가 내포하는 보안 위험 요소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위치 탐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 더 높은 위험을 내포하는 클라이언트에 해당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위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연결의 유형으
로 정의됩니다. 위치에는 연결이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 위치하는지, 외부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룹에 대해 위치를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각 위치에 서로 다른 정책을 할당합니다. 일부 보안 설정은 위치에
관계없이 전체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설정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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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태스크 설명

보안 위험 요소 평가를 기반
으로 그룹 설정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원격 클라이언트 그룹에 대한
위치 설정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 관리

위치의 통신 설정 구성 특정 위치에 대한 통신 설정 구성
보안 정책 강화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 정책 강화
클라이언트 통지 실행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지 실행
클라이언트 로그 관리 설정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가 며칠 동안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그 설정을 사용자 정
의하십시오. 관리 서버의 대역폭과 로드를 줄이려면 다음을 변경하십시오.
• 클라이언트가 로그를 관리 서버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보안 로그만 업로드하도록 설정하십시오.
• 지정된 이벤트만 업로드하도록 로그 이벤트 필터링을 설정하십시오.
업로드하는 것이 좋은 이벤트에는 정의 업데이트 또는 부작용 복구 실패가 포함됩니다.

• 로그 보유 시간을 늘리십시오.
보존 시간이 길면 더 많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이벤트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격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관리 서버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클라우드 콘솔에서 로밍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 관리
관리해야 할 그룹을 설정한 후 위치를 추가합니다. 보안 전략상 필요한 경우 그룹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위치에 따라 자동 정책 전환을 트리거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위치 인식은 클라이
언트가 충족하는 위치 조건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 지정한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위치 조건은 다양한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IP 주소, 네트워크 연결 유형,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
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이언트 연결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위치에 대해 생성한 그룹과 이 그룹에서 상속하는 모든 하위 그룹에 적용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회사 그룹 수
준에서 모든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위 그룹 수준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위치
를 생성하십시오.

그룹과 위치를 덜 생성하면 보안 정책과 설정을 마이그레이션을 그만큼 더 간단히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 요구 사항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그룹 및 위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안 설정, 로그 관
련 설정, 통신 설정 및 정책의 수에 따라 생성하는 그룹과 위치의 수가 결정됩니다.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용자 정의하려는 구성 옵션 중 일부는 위치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옵션은 상위 그룹에서 상속되
거나 독립적으로 설정됩니다. 모든 원격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단일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위치 독립적 설정은 그룹에 포
함되는 여러 클라이언트에 대해 동일합니다.

위치 독립적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 시스템 잠금 설정
•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설정
• LiveUpdate 컨텐츠 정책 설정
• 클라이언트 로그 설정
•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 일반 보안 관련 설정(위치 탐지 및 임의 변경 방지 포함)

이러한 위치 독립적 설정(예: 클라이언트 로그 처리 방법)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별도의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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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설정은 위치별 설정입니다.

사용자가 다음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자동 보호
• SONAR
• 임의 변경 방지
• 생성한 방화벽 규칙

Table 62: 수행할 수 있는 위치 인식 태스크

태스크 설명

위치 계획 사용할 위치를 결정하려면 해당 환경에 필요한 서로 다른 유형의 보안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위
치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과 위치를 동시에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다음 예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1 위치 인식 조건 설정
시나리오 2 위치 인식 조건 설정

위치 인식 실행 클라이언트의 연결 위치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할당되는 정책을 제어하려면 위치 탐지를 실행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위치 인식 실행

위치 추가 그룹에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위치 추가

기본 위치 할당 모든 그룹에는 기본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콘솔을 설치하면 기본값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치만 있습니다. 새 그
룹을 생성하면 기본 위치는 항상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나중에 다른 위치를 추가한 후 기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 위치가 사용됩니다.
• 여러 위치 중 하나가 위치 기준을 충족하고 최근의 위치가 위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위치 인식을 사용 중이고 기준을 충족하는 위치가 없는 경우.
• 정책에서 위치 이름이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새 정책을 수신하면 기본 위치로 복
원됩니다.

기본 위치 변경
위치의 통신 설정 구성 또한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설정을 위치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 대한 통신 설정 구성

Best Practice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Location Awareness(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클라이언트의 위치 인식 실행
클라이언트에 할당되는 정책이 클라이언트의 연결 위치를 탐지하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위치 인식을 실행하면 됩니다.

최근 위치 기억을 선택하면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한 위치에서 정책을 할당받습니다. 위치
인식이 실행된 경우 몇 초 후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정책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특정 위치와 연관된 정책에 따라 클라이언트
의 네트워크 연결이 결정됩니다. 위치 인식이 실행 중지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제어 상태에 있더라도 클라이언트
가 수동으로 위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 위치가 실행된 경우에는 몇 초 후 클라이언트가 검역소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치 기억을 선택 해제하면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기본 위치에서 정책을 할당받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최근에 사용한 위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위치 인식이 실행된 경우 몇 초 후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정책으로 자동 전환됩니
다. 특정 위치와 연관된 정책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연결이 결정됩니다. 위치 인식이 실행 중지된 경우에는 클라이
언트가 서버 제어 상태에 있더라도 사용자가 수동으로 위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 위치가 실행된 경우에는 몇 초 후
클라이언트가 검역소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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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위치 인식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자동 위치 전환을 구현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4.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에서 일반 설정을 누르십시오.

5. 일반 설정 대화 상자의 일반 설정 탭에 있는 위치 설정에서 최근 위치 기억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한 위치와 관련된 정책으로 클라이언트가
처음 할당됩니다.

6. 위치 인식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치 인식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있는 위치와 연관된 정책이 클라이
언트에게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 관리

그룹에 위치 추가

그룹에 위치 추가
그룹에 위치를 추가하는 경우 그룹의 클라이언트에서 이 위치로 전환을 트리거하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위치 인식은 각 위
치에 적절한 정책 및 설정도 적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룹에 위치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하나 이상의 위치를 추가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상위 그룹에서 정책을 상속받지 않는 그룹에만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가를 눌러 위치 추가 마법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4.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태스크에서 위치 관리를 누르십시오.

5. 위치 관리 대화 상자의 위치에서 위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6. 위치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 위치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7. 다음 경우에 이 위치로 전환 상자 오른쪽의 추가를 누르십시오.

8. 유형 목록에서 조건을 선택한 다음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선택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지정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스템이 이 위치로 전환됩니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조건을 더 추가하려면 추가를 누르고 AND 관계 기준 또는 OR 관계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11.유형 목록에서 조건을 선택한 다음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선택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지정된 기준을 충족
할 경우 시스템이 이 위치로 전환됩니다. 단계부터 확인을 누르십시오. 단계까지 반복하십시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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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위치 변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처음 설치하면 기본값이라고 하는 위치가 하나 설정됩니다. 이 경우 모든 그룹의
기본 위치는 기본값입니다. 모든 그룹에는 기본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새 그룹을 생성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기본값을 기본 위치로 자동 설정합니다.

다른 위치를 추가한 후 다른 위치를 특정 그룹에 대한 기본 위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Home이나 Road와 같은 위치를 기
본 위치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그룹의 기본 위치가 사용됩니다.

• 여러 위치 중 하나가 위치 기준을 충족하고 최근의 위치가 위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위치 인식을 사용 중이고 기준을 충족하는 위치가 없는 경우.
• 정책에서 위치 이름이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새 정책을 수신하면 기본 위치로 복원됩니다.

기본 위치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기본 위치를 지정하려는 그룹을 누르십시오.

3. 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4. 태스크에서 위치 관리를 누르십시오.

5. 위치 관리 대화 상자의 위치 아래에서 기본 위치로 지정할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6. 설명 아래에서 충돌할 경우 이 위치를 기본 위치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기본값 위치는 그룹에 다른 위치를 지정할 때까지 항상 기본 위치가 됩니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 관리

시나리오 1 위치 인식 조건 설정
원격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가장 단순한 상황에는 My Company 그룹과 세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시나리오 1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클라이언트의 보안을 관리하려면 My Company 그룹에 사용할 다음과 같은 위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로그온하는 사무실 클라이언트.
• VPN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로그온하는 원격 클라이언트.
• 인터넷으로 로그온하지만 VPN을 통하지 않는 원격 클라이언트.

VPN 연결이 없는 원격지는 보안이 취약하므로 보안 정책이 가장 강력합니다. 항상 이 위치를 기본 위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NOTE

My Company 그룹 상속을 실행 중지하고 그룹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그룹은 My Company 그룹에 설정한 위치
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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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권장 사항은 시나리오 1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1. 사무실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무실 위치를 설정하려면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설정하려면 위치를 추가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정책 탭의 태스크에서 위치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위치 추가 마법사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위치 이름과 선택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목록 상자의 목록에서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음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마침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7. 태스크에서 위치 관리를 누른 다음 생성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8. 추가를 누른 다음 AND 관계 기준을 누르십시오.

9. 위치 기준 지정 대화 상자의 종류 목록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누르십시오.

10.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누르십시오.

11.아래쪽 목록 상자에서 조직에서 사용하는 VPN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12.확인을 눌러서 위치 관리 대화 상자로 돌아가십시오.

13. VPN을 통해 로그인하는 클라이언트의 원격 위치를 설정하려면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위치를 추가할 그룹을 선택하십
시오.

14.정책 탭의 태스크에서 위치 추가를 누르십시오.

15.위치 추가 마법사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16.위치 이름과 선택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17.목록 상자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누르십시오.

18.연결 유형 목록 상자에서 조직에서 사용하는 VPN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19.마침을 누르십시오.

20.확인을 누르십시오.

21. VPN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원격 위치를 설정하려면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위치를 추가할 그룹을 선
택하십시오.

22.정책 탭의 태스크에서 위치 추가를 누르십시오.

23.위치 추가 마법사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24.위치 이름과 선택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25.목록 상자에서 특정 조건 없음을 그대로 두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면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이 위치의 정책이 기본 위치 정책으로 사용됩니다.

26.마침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나리오 2 위치 인식 조건 설정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시나리오 2 위치 인식 조건 설정
시나리오 2에서는 시나리오 1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한 원격지 두 개와 사무실 위치 두 개를 합쳐 총 4개의 위치를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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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무실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이더넷 연결을 통해 로그온하는 클라이언트.
• 사무실에서 무선 연결을 통해 로그온하는 클라이언트.

모든 클라이언트를 기본 서버 제어 모드로 설정하면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세부적으로 제어하려는 숙련된 관리자의 경우 복합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 제어 설정을 사용하면 최종 사
용자에게 보안 설정에 대한 약간의 제어를 제공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제어는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많은 자유를 허용하므로 네트워크 보안에는 상당한 위험이 됩니다.

다음 상황에서만 클라이언트 제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시스템 보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경우.
•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NOTE

사무실의 일부 클라이언트는 이더넷 연결을 사용하고 다른 클라이언트는 무선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무실의 무선 클라이언트를 위한 절차에 마지막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 조건을 사
용하면 두 가지 연결 유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모든 무선 트래픽을 차단하는 이더넷 위치 방화벽 정책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을 통해 로그온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무실 위치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위치를 추가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태스크에서 위치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위치 추가 마법사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위치 이름과 선택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목록 상자에서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마침을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태스크에서 위치 관리를 누른 다음 생성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9. 다음 경우에 이 위치로 전환 옆에 있는 추가를 누른 다음 AND 관계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10.위치 기준 지정 대화 상자의 종류 목록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누르십시오.
11.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누르십시오.
12.아래쪽 목록 상자에서 조직에서 사용하는 VPN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13.추가를 누른 다음 AND 관계 기준을 누르십시오.
14.위치 기준 지정 대화 상자의 종류 목록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누르십시오.
15.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누르십시오.
16.아래쪽 목록 상자에서 이더넷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7.확인을 눌러서 위치 관리 대화 상자로 돌아가십시오.

무선 연결을 통해 로그온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무실 위치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위치를 추가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태스크에서 위치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위치 추가 마법사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위치 이름과 선택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목록 상자에서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음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마침을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태스크에서 위치 관리를 누른 다음 생성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9. 다음 경우에 이 위치로 전환 옆에 있는 추가를 누른 다음 AND 관계 기준을 누르십시오.
10.위치 기준 지정 대화 상자의 종류 목록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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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누르십시오.
12.아래쪽 목록 상자에서 조직에서 사용하는 VPN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13.추가를 누른 다음 AND 관계 기준을 누르십시오.
14.위치 기준 지정 대화 상자의 종류 목록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누르십시오.
15.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누르십시오.
16.아래쪽 목록 상자에서 이더넷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7.추가를 누른 다음 AND 관계 기준을 누르십시오.
18.위치 기준 지정 대화 상자의 종류 목록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누르십시오.
19.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누르십시오.
20.아래쪽 목록 상자에서 무선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21.확인을 눌러서 위치 관리 대화 상자로 돌아가십시오.

시나리오 1 위치 인식 조건 설정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특정 위치에 대한 통신 설정 구성
기본적으로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설정은 그룹 수준에서 구성합니다. 그러나 그룹 내 개별 위치에서 이러한 설
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VPN을 통해 연결하는 위치에 대해 별도의 관리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 동시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별로 다른 하트비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위치별로 다음과 같은 통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제어 모드.
•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관리 서버 목록.
•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다운로드 모드.
•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수집하고 목록을 관리 서버로 전송할지 여부.
•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에 사용하는 하트비트 간격.
• 관리 서버가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무작위로 다운로드할지 여부.

NOTE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러한 설정 중 일부만 구성됩니다.

특정 위치에 대한 통신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 탭의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 있는 위치에서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4. 통신 설정의 오른쪽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그룹 통신 설정 사용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5. 태스크를 다시 누른 다음 설정 편집을 누르십시오.

6. location name에 대한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해당 위치에 대한 설정만 수정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 관리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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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 정책 강화
원격 사용자를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기본 정책을 유지하여 원격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기본 보안 정책을 강화하여 원격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더라도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원격 사용자에 대한 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을 공유 또는 비공유로 생성하고 그룹이나 위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정책은 모든 그룹 및 위치에 적용되고 상속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비공유 정책은 그룹 내 특정 위치에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그룹 및 위치에서 쉽
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유 정책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유한 위치별 정책이 필요한 경우 비공유 정책으
로 생성하거나 정책을 비공유 정책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원격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정책 설정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방화벽 정책 베스트 프랙티스에서는 시나리오 및 베스트 프랙티스 권장 사항을 설명합니다.

Table 63: 방화벽 정책 베스트 프랙티스

시나리오 권장 사항

VPN 없이 사용자가 로그온하는 원
격지

• VPN을 사용하지 않고 원격으로 로그온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가장 엄격한 보안 정책을 할당
하십시오.

• NetBIOS 보호를 실행하십시오.

Note: 원격 클라이언트가 VPN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로그온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NetBIOS
보호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이 규칙은 원격 클라이언트가 기업 네트워크가 아닌 인터넷에 연결
된 경우에만 적절합니다.

• 보안을 강화하려면 NetBIOS 포트 135, 139 및 445에서 모든 로컬 TCP 트래픽을 차단하십시
오.

VPN을 통해 사용자가 로그온하는
원격 위치

• 모든 어댑터에서 트래픽을 차단하는 모든 규칙을 그대로 두십시오. 이러한 규칙은 변경하지 마
십시오.

• 모든 어댑터에서 VPN 트래픽을 허용하는 규칙을 그대로 두십시오. 이 규칙은 변경하지 마십시
오.

• 어댑터 열을 모든 어댑터에서 허용 작업을 사용하는 모든 규칙에 대해 사용하는 VPN 어댑터의
이름으로 변경하십시오.

• 다른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규칙을 실행하십시오.

Note: VPN을 통한 분할 터널링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더넷 또는 무선 연결을
통해 로그온하는 사무실 위치

기본 방화벽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무선 연결의 경우 무선 EAPOL을 허용하는 규칙이 실행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802.1x는 연결 인증을 위해 EAPOL(LAN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인증 프로토
콜)을 사용합니다.

방화벽 정책 생성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 실행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지 실행
VPN을 통해 로그온하지 않은 원격 클라이언트의 경우 다음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 통지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입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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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지는 위치별 서버를 사용하여 실행하거나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의 복합 제어 옵션을 선택
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에서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이러한 통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실행하면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격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관리 서버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통지와 로그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클라이언트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원격 클라이언트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항상 보호 기능이 최신 상태이고 네트워크가 현재 공격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공격받고 있는 경우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간은 홈 페이지 기본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홈 페이지의 데이터는 지난 12시간 내에 연결한 클라이언트만 나타냅니다. 자주 오프라인이 되는 클라이언트가 많은 경우
최상의 모니터링 옵션은 로그 및 리포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그 및 리포트에서 오프라인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도록 데
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업로드하는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다음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64: 원격 클라이언트 보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시

디스플레이 설명

홈 > 엔드포인트 상태 컨텐츠 최신 상태 여부 또는 실행 중지된 보호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다음 상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날짜 및 버전 번호
• 클라이언트 연결
• 실행 및 실행 중지된 보호 기능
세부 사항을 누르면 각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홈 > 보안 상태 시스템 보안 개요를 표시합니다.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동 요약에서 네트워크가 공격받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세부 사항을 누르면 각 보안 보호 기술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홈 >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동
요약

탐지된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동과 제거됨, 차단됨 또는 검역소에 보관됨과 같은 수행된 작업을
표시합니다.

모니터 > 요약 유형 > 네트워크 위
협 요소 차단

공격 유형 및 원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원격 클라이언트 관리

클라우드 콘솔에서 로밍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클라우드 콘솔에서 로밍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로밍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에 가끔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로밍 클라이언트는 공항,
호텔, 다른 회사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여러 위치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위치 인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내/외부를 보호합니다.

14.1 이하 버전에서 로밍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경우에만 위험 이벤트를 관리 서버에 보냅니다. 14.2부터는
로밍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위험 이벤트를 클라우드 콘솔에 보냅니다. 로
밍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다시 연결되면 해당 클라이언트가 모든 새로운 위험 이벤트를 관리 서버에 보냅니다. 클라이
언트가 더 이상 로밍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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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험 이벤트 목록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보안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e1이 특정 호텔에 위치할 때 Employee1의 클라이언트에서 높은 수의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되는 경우 이 호텔
에 대한 위치를 생성하고 방화벽 정책에서 서비스 거부 탐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털이 표시하는 위험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관리 서버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Location awareness best practices for Endpoint Protection(영문)

로밍 클라이언트 및 위험 이벤트 찾기

로밍 중인 클라이언트를 찾으려면 다음 항목을 살펴보십시오.

• 장치가 관리 서버가 아닌 클라우드 콘솔에 직접 연결되었는지 여부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위치 인식 정책에 정의된 위치
• 클라이언트의 외부 IP 주소

로밍 클라이언트 및 위험 이벤트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우드 콘솔에서 알림 및 이벤트로 이동하십시오.

2. 보안 이벤트 탭의 연결 유형에서 클라우드를 눌러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 콘솔에 보내는 이벤트를 표시하십시오.

관리 서버가 보내는 이벤트를 표시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누르십시오.

3. 심각도에서 위험을 누르십시오.

클라우드 콘솔이 로밍 클라이언트가 탐지한 위험 보안 이벤트만 필터링하여 표시합니다.

4. 위치와 외부 IP 주소를 찾으려면 장치를 선택하고 장치 위치 항목을 살펴보십시오.

클라우드 콘솔이 표시하는 위험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로밍 클라이언트는 다음 보안 이벤트를 클라우드 콘솔에 업로드합니다.

• 포트 검사 이벤트
• MAC 위장 접근
• 서비스 거부
• 카나리아
• IPS
• 사기
• 메모리 악용 완화
• 호스트 무결성 컴플라이언스

로밍 클라이언트는 다음 보안 이벤트를 클라우드 콘솔에 업로드합니다.

• 바이러스 차단
• SONAR

관리자 계정 관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 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여 정책 설정 변경, 그룹 관리, 보고서 실행,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타
관리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기본 계정은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 계정입니다. 태스크 하위 세트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자를 위해 다
소 제한된 관리자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04

http://www.symantec.com/docs/TECH97369


 

소규모 회사의 경우 관리자 한 명과 하나의 도메인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와 Windows 도메인이 여러 개 있는 대규
모 회사의 경우 여러 명의 관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른 관리자보다 더 많은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내에서 여러 도메인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 및 관리자 계정과 해당 암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65: 계정 관리

태스크 설명

여러 도메인을 추가
할지 결정

도메인을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메인
도메인 추가
현재 도메인으로 전환

관리자 계정 추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액세스해야 하는 관리자를 위한 계정을 추가합니다.
1. 필요한 관리자 계정의 유형과 액세스 권한 수준을 추가하십시오.
관리자 계정 및 액세스 권한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2.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할 때 사용할 관리자 인증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 사항).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자의 인증 정보를 인증
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선택

관리자 계정 잠금 또
는 잠금 해제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사용자가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r에 일정한 횟수 이상 로그온을 시도하면 관리자를 잠급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하여 재
시도 횟수나 관리자 계정 잠금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에 잠금이 설정되면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 다시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잠금 기간 중에는 계정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잊어버린 암호 변경
및 재설정

• 사용자 계정 또는 다른 관리자 계정에 대한 암호를 변경하십시오.
관리자 계정 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암호 변경

• 관리 서버 로그온 화면에 표시되는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를 사용하여 잊어버린 암호를 재설정하십시오.
관리자는 임시 암호를 활성화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잊어버린 암호를 관리자가 재설정할 수 있도록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 표시

• 관리자가 해당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관리 서버 로그온 화면에 저장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 표시

• 특정 일 수가 지난 후 관리자가 로그온 암호를 만료하도록 하십시오.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 표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로
그온 옵션 구성

관리자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로그온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로그온하기 전에 읽을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메시지 표시
• 특정 관리자가 원격으로 로그온하거나 로그온할 수 없도록 관리 콘솔에 대한 로그온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
단합니다.
원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대한 액세스 허용 또는 차단

•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서 로그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변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으로 유지되는 시간 만료 기간 변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관리자 계정 및 액세스 권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면 admin이라는 기본 시스템 관리자 계정이 생성됩니다. 이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관리자에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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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 관리자 계정, 도메인 관리자 계정 및 제한된 관리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도메인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기능의 하위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회사에 필요한 액세스 권한과 역할 유형을 기준으로 필요한 계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설치하는 관리자. 제품이 설치되면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제품을 관리합니
다. 이러한 관리자는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 운영 관리자는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보수하고 패치를 설치합니다. 단일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운영 관리자는 사
이트 전체를 관리하도록 승인된 도메인 관리자일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과 LiveUpdate 정책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바이러스 차단 관리
자. 이 관리자는 대부분의 경우 제한된 관리자입니다.

• 보안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정책 및 침입 차단 정책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스크톱 관리자. 이 관리자는
대부분의 경우 도메인 관리자입니다.

• 리포트를 생성하고 정책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가지는 헬프 데스크 관리자. 바이러스 차단 관리자 및 데스크
톱 관리자는 헬프 데스크 관리자가 전송하는 리포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 관리자는 대부분의 경우 리포트
권한과 정책 권한이 부여된 제한된 관리자입니다.

Table 66: 관리자 역할 및 임무

관리자 역할 임무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기능과 태스
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다른 시스템 관리자 계정, 도메인 관리자 계정 및 제한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도메인을 관리합니다.
• 라이센스를 관리합니다.
• 모든 콘솔 설정을 보고 관리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서버를 관리합니다.

관리자 관리자는 단일 도메인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도메인 관리자입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단일 도메인에 한해 시스템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메인 관리자는 도메인을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갖지만 사이트 관리 권한은 없습니
다. 단일 도메인 내에서 사이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 및 제한된 관
리자의 사이트 권한을 수정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이트 권한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일 도메인 내 관리자 계정 및 제한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도메인 관리자는 자신의 사이트 권한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이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 리포트를 실행하고, 사이트를 관리하고,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제한된 관리자 제한된 관리자는 제한된 액세스 권한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역할이 제한된 관리자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면 제한된 관리자에게 관리 서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
• 리포트 권한이 없는 제한된 관리자는 홈, 모니터 또는 리포트 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 정책 권한이 없는 제한된 관리자는 정책을 보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책을 적용, 대체 또는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관리자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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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시스템 관리자는 다른 시스템 관리자, 관리자 또는 제한된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내 관리자는 자신과 동일하
거나 덜 제한적인 액세스 권한을 가진 다른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제한된 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러한 관리
자의 액세스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관리자 추가를 누르십시오.

3. 관리자 추가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4. 액세스 권한 탭에서 관리자 계정 유형을 지정하십시오.

제한된 관리자를 위한 계정을 추가하는 경우 관리자의 액세스 권한도 지정해야 합니다. 실행 중지 상태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제한된 관리자 계정이 생성되며 제한된 관리자는 관리 서버에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계정 및 액세스 권한

5. 인증 탭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에서 관리자가 로그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암호를 입력하십
시오.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선택

6. 확인을 누르십시오.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선택
관리 서버가 로그온 전에 관리자의 인증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여러 인증 방법 중에서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사 인증 방법을 사용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리자 계정에 대한 항목이 있지
만 타사 서버가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확인합니다.

Table 67: 인증 방법

유형 사용 시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
(기본값)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
용하여 관리자를 인증합니다.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로그온하면 관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사용
자 이름과 암호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관리자 계정이 만료되지 않도록 암호 사용 기간 제한 없음 옵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암호 만료 안 됨 실행

2단계 인증 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Symantec VIP 인증을 사용하여 관리자를 인증합니다. 관리자는 로그온 시 암호
에 더해 고유한 일회용 확인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먼저 적절한 PKCS 키 저장소 파일 및 키 저장소 암호를 추가해야 합니다.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 구성

RSA SecurID 인증 RSA SecurID 토큰(소프트웨어 RSA 토큰 아님), RSA SecurID 카드 또는 RSA 키패드 카드(RSA 스마트 카
드 아님)를 사용하여 관리자를 인증합니다.
RSA SecurID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관리자를 인증하려면 먼저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설치하
고 RSA SecurID에 대한 암호화된 인증을 실행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RSA SecurID 인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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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용 시기

디렉터리 서버 인증 LDAP 서버 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서버를 사용하여 관리자를 인증합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디렉터리 서버를 사용하여 관리자를 인증하려면 디렉터리 서버에 계정을 설정
해야 합니다. 디렉터리 서버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연결도 설정해야 합니다. 연결
을 설정하지 않으면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사용자를 가져오거나 해당 서버와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Note: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서만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LDAP 서버와의 동기화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디렉터리 서버에 대한 인증 확인

스마트 카드 인증 미 연방 기관에서 민간인 또는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PIV 카드 또는 CAC를 사용하여 로그온해야 하는 관리
자를 인증합니다.
스마트 카드로 로그온하는 관리자를 인증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십시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인증 탭에서 인증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3. 확인을 누르십시오.

4. 변경 확인 대화 상자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
인을 누르십시오.

인증 방법을 전환하는 경우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RSA SecurID 인증 사용
NOTE

IPv6 환경에서 RSA SecurID 인증을 사용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IPv4 스택을
설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IPv6 네트워킹은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를 인증하도록 RSA SecurID 구성

RSA SecurID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사용하는 관리자를 인증하려면 먼저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대한 연결을 구성하여 암호화된 인증을 실행해야 합니다.

1. 필요한 경우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를 설치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Manager 8.1을 사용합니다.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RSA Authentication Agent를 설치하고 RSA 서버에 연결하도록 적절
히 구성하십시오. RSA Authentication Agent 7.x를 사용합니다.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가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 유효한 호스트로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4. 네트워크에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sdconf.rec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동기화된 SecurID 카드 또는 키를 관리 서버 계정에 할당하고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에서 로그온 이름을 활
성화하십시오.

6. 관리자가 RSA PIN 또는 암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만텍은 다음과 같은 RSA 로그온 유형을 지원합니다.
– RSA SecurID 토큰(소프트웨어 RSA 토큰은 지원되지 않음)
– RSA SecurID 카드
– RSA 키패드 카드(RSA 스마트 카드는 지원되지 않음)
RSA SecurID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에 로그온하려면 관리자는 로그온 이름, 토큰(하드웨어) 및 PIN 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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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Authentication Agent 설치 및 RSA SecurID 인증을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 구
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RSA SecurID를 사용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
RSA Authentication Agent를 설치하고 이 에이전트를 SecurID 인증 클라이언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RSA Authentication Agent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 RSA Authentication Ag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소프트웨어는
RSA Authentication Agent 설치 파일에서 Windows .msi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RSA 인증 서버의 sdconf.rec 파일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로 복사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RSA Authentication Agent인 경우 nodesecret.rec, sdconf.rec 및 agent_nsload.exe를 복사하십
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RSA SecurID 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한 다음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 로컬 사이트에서 관리 서버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SecurID 인증 구성을 누르십시오.
4. SecurID 인증 구성 마법사 시작 창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5. SecurID 인증 구성 마법사 창의 필요 조건 창에서 필수 요건을 읽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6. 다음을 누르십시오.
7. SecurID 인증 구성 마법사 창의 RSA 파일 업로드 창에서 sdconf.rec 파일이 있는 폴더를 찾아보십시오.
경로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8. 다음을 누른 다음 테스트를 눌러 구성을 테스트하십시오.
9. 테스트 구성 대화 상자에서 SecurID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테스트를 누르십시오.
이제 인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RSA SecurID 인증을 사용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 추가

1.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십시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2. 인증 탭에서 RSA SecurID 인증을 누르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으면 구성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RSA SecurID 인증 구성

3. 확인을 누르십시오.
기존 관리 계정을 RSA SecurID 인증을 사용하도록 변경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본 관리자 계정인
admin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용자를 편집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 정보를 복구하는 것
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존 관리자 계정을 수정하려면 변경 확인 대화 상자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인증 방법을 전환하는 경우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선택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 구성
환경에서 Symantec VIP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은 로그온 프로세스에 추가 보안 계층을 더합니다. 2단계 인증이 실행되면 로그온 시 암호에 더해 고유한 일회용
확인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음성, 텍스트 또는 무료 Symantec VIP Access 앱을 통해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가장 안전하고 사용이 쉬우므로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ymantec VIP에 대한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ymantec VIP: Enterprise-grade authentication made easy for everyone(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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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을 사용하는 각 개별 관리자에 대한 2단계 인증 설정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RSA SecurID 또는 디렉터리 인증을 통해 인증하는 관리자는 2단계 인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2단계 인증은 IPv6 또는 FIPS 실행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
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고 로컬 서버 이름을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VIP 인증 구성을 누르십시오.

3. PKCS 키 저장소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고 키 저장소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인증서는 복제 작업 없이 동일한 사이트의 다른 S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로 자동 전파됩니다. 사
이트의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인증서를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인증서를 전파하려면 사이트가 복제 파트너여야 합니다.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관리자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의 Symantec VIP Manager 사용자 이름이 대/소문자 구분을 포함하여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사용자 이름의 암호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 이름을 구성하는 방법은 Symantec VIP Manager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Symantec VIP Access Manager 3.0 Administrator's Guide(영문)

5. 콘솔에서 관리 > 서버 >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6. 기존 관리자를 선택하고 관리자 편집을 누르십시오.

새 관리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7. 인증 탭에서 VIP를 사용하는 2단계 인증 실행을 누르십시오.

스마트 카드로 로그온하는 관리자를 인증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14.2 이상에서는 미 연방 기관에서 일하는 관리자가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
그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인증을 설정하려면 관리자가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스마트 카드 인증을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2단계: 해지 확인을 수행하도록 관리 서버 구성(다크 네트워크만 해당)(선택 사항)

3단계: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스마트 카드 등록

4단계: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

스마트 카드

미 연방 기관에서는 HSPD-12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스마트 카드 인증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미 연방 기관의 스마트 카드에는 연방 시설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을 카드 소유자의 필수 데이터가 포
함됩니다. 이 액세스 권한은 해당하는 모든 연방 응용 프로그램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 또는 워크스테이션에는 이미 PIV 또는 CAC 판독기가 키보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다음 유형의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는 관리자를 인증합니다.

• PIV(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카드(민간인용)
• CAC(Common Access Card)(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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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PS 모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ECDSA 및 RSASSA-PSS를 사용하여 서명된 스마트 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비 FIPS 모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RSASSA-PSS를 사용하여 서명된 스마트 카드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참조: HSPD-12(영문)

1단계: 스마트 카드 인증을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이 단계에서는 카드 인증서가 올바른 기관에 의해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가 로그온하면 관리 서버가
스마트 카드의 인증서를 읽고 이러한 CA 인증서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관리 서버는 인증서 파일이 인터넷의 CRL(인증서 해지 목록)에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서 파일을 확인합니다.

관리자의 시스템에 모든 루트 파일 및 중간 파일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카드 인증을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고 로컬 관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2. 태스크에서 스마트 카드 인증 구성을 누르십시오.
3. 루트 및/또는 중간 인증서 파일에 대한 경로 지정 텍스트 상자에서 하나 이상의 인증서 파일을 찾아보고 확인을 누르십
시오.
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모든 인증서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 파일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르십시오.
선택 사항: 관리자가 로그온하는 관리 서버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 해지 목록에 대한 경로 지정 텍
스트 상자에 .crl 또는 .pem 파일을 추가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관리 서버에 다음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2단계: 해지
확인을 수행하도록 관리 서버 구성(다크 네트워크만 해당)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관리자가 웹 콘솔에서 원격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2단계(선택 사항): 해지 확인을 수행하도록 관리 서버 구성(다크 네트워크의 경우 필수)

관리 서버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대신 관리 서버 시스템의 CRL 파일을 확인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
다. 이 확인을 구성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로그온할 수 있지만 관리 서버가 CRL 파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안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확인을 수행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다크 네트워크만 해당).

1. 이 관리 서버에서 다음 파일을 여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tomcat\etc
\conf.properties

2. conf.properties 파일에 smartcard.cert.revocation.ocsp.crldp.enabled=false를 추가하고 파일을 저
장하십시오.

3. 관리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하십시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3단계(선택 사항): 해지 확인을 수행하도록 관리 서버 구성(다크 네트워크의 경우 필수)

이 단계에서는 PIV 인증을 설정하여 관리자를 스마트 카드 사용자로 인증합니다. PIV 인증에는 PIV 인증 정보가 인증 기
관에 의해 발급되었고 만료되지 않았으며 해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서와 키 조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PIV 인증 정보는 관리자가 인증서 발급을 받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카드를 삽입하고 스마트 카드 PIN을 입력하기만 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할 수 있도록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
다.

스마트 카드 인증은 IPv6를 통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 >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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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관리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편집하십시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3. 인증 탭에서 스마트 카드 인증 실행을 누르십시오.
4. 관리자의 PIV 카드 또는 CAC에 대한 인증용 인증서 파일을 찾아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5. 변경 확인 대화 상자에서 관리자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는 각 관리자에 대해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
오.

4단계: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려면 관리자가 스마트 카드 판독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PIN 번호를 입
력해야 합니다. 스마트 카드 관리자가 로그온하고 관리 서버를 사용하는 동안 스마트 카드는 항상 판독기에 삽입되어 있어
야 합니다. 관리자가 스마트 카드를 제거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30초 내에 관리자를 로그오프
합니다.

Java 콘솔 및 웹 콘솔은 스마트 카드 인증을 지원합니다. RMM 콘솔 및 REST API는 스마트 카드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문제 해결 및 복제

두 사이트가 서로를 복제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구성된 CA 파일이 있는 사이트가 다른 모든 사이트의 CA 파일을 덮어씁니
다.

관리자 계정의 디렉터리 서버 인증 테스트
관리자 계정을 생성한 후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가 해당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인증하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확인할 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올바로 추가했는지, 그리고 디렉터리 서버에 계정 이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
합니다.

디렉터리 서버에서 관리자 계정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서 사용합니다.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로그온하면 디렉터리 서버가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인증합니다. 관리 서버
는 디렉터리 서버에서 계정을 검색하기 위해 추가한 디렉터리 서버 구성을 사용합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서버가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없는 관리자 계정을 인증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이름이나 암호가 없는 계정은 익명 액세스입니다. 디렉터리 서버에서 암호가 변경된 경우 관리자가 잠기지 않게 하려
면 익명 액세스를 사용하는 관리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NOTE

Windows 2003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는 익명 인증이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이
름이 없는 디렉터리 서버를 관리자 계정에 추가하고 계정 확인을 누르면 계정 인증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렉터리 서버 항목 2개(테스트용으로 하나, 익명 액세스용으로 하나)를 생성하십시오.
그러면 관리자는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에 계속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여러 디렉터리 서버 연결 추가

익명 액세스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디렉터리 서버 항목을 두 개 이상 추가하십시오. 첫 번째 항목은 인증 테스트에 사
용하고 두 번째 항목은 익명 액세스를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모두 동일한 디렉터리 서버를 사용하며 구성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조직 단위로 이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CN=Users에 존재합니다. LDAP 디렉터리 서버의 사
용자는 CN=Users, DC=<sampledomain>, DC=local 아래에 생성됩니다. LDAP에서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려면
ADSIEdit을 사용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서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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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John Smith
• OU=test
• DC=<sampledomain>
• DC=local

이 예에서는 기본 Active Directory LDAP(389)를 사용하지만 보안 LDAP(636)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디렉터리 서버 연결을 추가하여 Active Directory 및 LDAP 서버 인증을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고 기본
서버를 선택한 다음 서버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2. 디렉터리 서버 탭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일반 탭에서 다음과 같은 디렉터리 서버 구성을 추가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디렉터리 1 • 이름: <sampledomain> Active Directory
• 서버 유형: Active Directory
• 서버 IP 주소 또는 이름: server01.<sampledomain>.local
• 사용자 이름: <sampledomain>\administrator
• 암호: <directory server password>

디렉터리 2 • 이름: <sampledomain> LDAP(사용자 이름 포함)
• 서버 유형: LDAP
• 서버 IP 주소 또는 이름: server01.<sampledomain>.local
• LDAP 포트: 389
• LDAP BaseDN: DC=<sampledomain>, DC=local
• 사용자 이름: <sampledomain>\administrator
• 암호: <directory server password>

디렉터리 3 • 이름: <sampledomain> LDAP(사용자 이름 포함 안 함)
• 서버 유형: LDAP
• 서버 IP 주소 또는 이름: server01.<sampledomain>.local
• LDAP 포트: 389
• LDAP BaseDN:  <empty>
익명 액세스 사용 시 이 필드를 비워 두십시오.

• 사용자 이름: <empty>
• 암호: <empty>
확인을 누르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디렉터리 서버는 유효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없는 BaseDN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2단계: 여러 관리자 계정 추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 여러 개를 추가합니다. 익명 액세스를 위한 계정에는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가 없습니다.

1. 디렉터리 서버 항목을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려면 콘솔에서 관리 > 관리자를 누르고 일반 탭에서 이전 단계의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십시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선택

2. 각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고 계정 확인 옵션을 누르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 계정 정보를 무효화하는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계속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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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탭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관리자 1 • 이름: <sampledomain> LDAP(사용자 이름 포함 안 함)
• 서버 유형: LDAP
• 서버 IP 주소 또는 이름: server01.<sampledomain>.local
• LDAP 포트: 389
• LDAP BaseDN:  <empty>
익명 액세스 사용 시 이 필드를 비워 두십시오.

• 사용자 이름: <empty>
• 암호: <empty>
확인을 누르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디렉터리 서버는 유효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없는 BaseDN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관리자 2 • 사용자 이름: john
• 이름: John Smith
• 이메일 주소: john@<sampledomain>.local
• 액세스 권한 탭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 인증 탭에서 디렉터리 인증을 누르십시오.
디렉터리 서버 드롭다운 목록에서 <sampledomain> LDAP(사용자 이름 포함)를 선택하십시오.
계정 이름 필드에 john을 입력하십시오.
계정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관리자 john은 디렉터리 인증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3 • 사용자 이름: john
• 이름: John Smith
• 이메일 주소: john@<sampledomain>.local
• 액세스 권한 탭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 인증 탭에서 디렉터리 인증을 누르십시오.
디렉터리 서버 드롭다운 목록에서 <sampledomain> LDAP(사용자 이름 포함)를 선택하십시오.
계정 이름 필드에 John Smith를 입력하십시오.
계정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관리자 john은 디렉터리 인증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4 • 사용자 이름: john
• 이름: John Smith
• 이메일 주소: john@<sampledomain>.local
• 액세스 권한 탭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 인증 탭에서 디렉터리 인증을 누르십시오.
디렉터리 서버 드롭다운 목록에서 <sampledomain> LDAP(사용자 이름 포함 안 함)를 선택하십시오.
계정 이름 필드에 John Smith를 입력하십시오.
계정 확인을 누르십시오.
계정 인증이 실패하지만 시스템 관리자 John Smith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
그온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관리자 계정 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암호 변경
관리자 계정의 암호 변경

암호를 잊었거나 분실했거나 손상된 경우 사용 중인 계정 또는 다른 관리자의 계정에 대한 암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암호 변경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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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자는 모든 관리자에 대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관리자는 동일한 도메인 내의 다른 도메인 관리자와 제한된 관리자에 대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관리자는 자신의 암호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잠금을 해결하기 위해 암호를 변경한 경우 관리자는 잠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NOTE

암호에는 8자 이상, 16자 미만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1개의 소문자 [a-z], 1개의 대문자 [A-
Z], 1개의 숫자 [0-9], 1개의 특수 문자 ["/ \ [ ] : ; | = , + * ? < > ]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4.2 이상)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1. 콘솔에서 관리 >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2. 관리자 아래에서 관리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암호 변경을 누르십시오.
암호의 제한 사항을 보려면 F1키를 누르십시오.

3. 자신의 암호와 관리자의 새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4. 변경을 누르십시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잊어버린 암호를 관리자가 재설정할 수 있도록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 표시

기본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암호 변경

관리 서버를 구성하고 기본 데이터베이스(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또는 내장 데이터베이스(14.3 MPx 이하))를 선택
하는 경우 기본 관리자 계정 admin에 대해 입력하는 암호가 데이터베이스 암호도 됩니다. 기본 관리자의 암호를 변경해도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다시 실행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다시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시작 메뉴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로 이동하십시오.
2. 관리 서버 재구성을 누르고 다음 > 다음을 차례로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3. 기본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암호 변경을 누르고 새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4. 각 창의 지침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시스템 관리자 계정이 있는 경우 자신의 암호를 재설정하고 다른 관리자가 자신의 암호를 재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
다.

잊어버린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다음 항목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관리자는 자신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암호를 관리자가 재설정할 수 있도록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 표시

•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는 관리 서버 로그온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링크가 표시됩니
다.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 표시

• 메일 서버가 통지를 전송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이메일 오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Sending test email messages fails in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영문)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 설정

RSA SecurID 인증 또는 디렉터리 인증이 아니라 Symantec 관리 서버 인증을 사용하여 인증하는 관리자 계정에는 이 방법
을 사용하십시오.

NOTE

암호에는 8자 이상, 16자 미만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1개의 소문자 [a-z], 1개의 대문자 [A-
Z], 1개의 숫자 [0-9], 1개의 특수 문자 ["/ \ [ ] : ; | = , + * ? < >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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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4.2부터.)

관리자 계정의 인증 방법 선택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관리 서버 시스템에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누르십시오.

기본적으로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는 관리 서버 로그온 화면에 표시됩니다.

2. 로그온 화면에서 암호를 잊으셨습니까?를 누르십시오.

3. 암호 잊음 대화 상자에서 암호를 재설정할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도메인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의 경우에는 계정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도메인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도
메인 필드를 빈 칸으로 두십시오.

4. 임시 암호를 누르십시오.

관리자는 임시 암호를 활성화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관리자는 1분당 한 번씩만 관리 콘솔에서 임시
암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관리 서버는 항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5. 관리자는 로그온한 후 즉시 임시 암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암호를 재설정했는지 확인하려면 관리자가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리자 계정 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암호 변경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는 경우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기능으로 관리자 암호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시만텍은 암호 복구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
스 백업 없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이전 관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덮어쓰고 새 암호를 재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관리 서버를 설정할 경우, 그리고 관리자 계정
정보를 감사할 경우 이메일 설정을 올바로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잊어버린 암호를 관리자가 재설정할 수 있도록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 표시
시스템 관리자 계정이 있는 경우 관리자가 자신의 잊어버린 암호를 재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임시 암호
를 요청할 수 있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화면에서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링크를 실행하십시
오.

관리자가 잊은 암호를 재설정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관리 페이지에서 서버를 누르십시오.

3.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로컬 사이트에 대해서만 이 설정을 제어합니다.

4. 사이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암호 탭에서 관리자가 암호를 재설정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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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암호 만료 안 됨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기본 옵션은 60일 후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
다.

관리자가 만료되지 않는 암호를 사용하는 옵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
지되어 있으므로 먼저 이 옵션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관리자 계정의 인증 탭에 이 옵션이 나타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암호가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3. 도메인에서 관리자가 로그온 인증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할 도메인을 선택하십시오.

4. 도메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암호 탭에서 관리자에게 만료되지 않는 암호 허용을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7. 관리 > 관리자를 누르고 관리자 계정을 여십시오.

8. 인증 탭에서 암호 사용 기간 제한 없음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자체 서명 서버 인증서 수락 정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는 경우, 브라우저에 렌더링되는 페이지에 대한 자체 서명 인증서가
설치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원격 콘솔에서 이러한 페이지에 처음 액세스하면 해당 페이지에 대한 자체 서명 인증서를 수락
해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인증서는 각 사용자별로 저장됩니다. 각 관리자 계정은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각 원격지에서 별도로 인증서를 수락해야 합
니다.

웹 브라우저에 보안 인증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How to install the certificate for Endpoint Protection Manager
for Web console access(영문)를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메시지
표시
모든 관리자가 콘솔에 로그온하기 전에 보게 될 사용자 정의 가능한 메시지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 용도는 관리
자에게 독점 시스템으로 로그온하려 하고 있음을 알리는 법적 고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관리자가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한 후 로그온을 누르기 전에 나타납니다. 관리자가 메시지를 읽은 후 확
인을 눌러 승인하면 로그온됩니다. 관리자가 취소를 누르면 로그온 프로세스가 취소되고 로그온 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한 메시지는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연결된 독립 실행형 웹 브라우저를 통해 리포트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표시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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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2. 로그온 배너를 추가할 도메인을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도메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로그온 배너 탭에서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할 때 법적 고지를 표시합니다를 누
르십시오.

5. 배너 제목 및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 표시
시스템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 계정에 대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로그온 화면에 자동 입력됩니다.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3. 도메인에서 관리자가 로그온 인증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할 도메인을 선택하십시오.

4. 도메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암호 탭에서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인증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원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대한 액세스 허용 또는 차단
기본적으로 모든 콘솔은 액세스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로컬로 또는 원격으로 기본 콘
솔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여 관리 콘솔을 원격 연결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용자 또는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콘솔이 인터넷 공격에 노출됩니다.
• 관리 대상이 아닌 네트워크에서 콘솔을 사용하는 제한적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는 거부해야 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 및 IT 관리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테스트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같은 연구실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액세스와 더불어 IP 주소별로 예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격 콘솔에 대한 액세스
를 허용하면 관리 서버가 예외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모든 원격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면 예외에 대한
액세스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예외를 생성할 때는 지정한 시스템에 고정 IP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하여 시스템 그룹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공개 영역의 콘솔에 대한 액세스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격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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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원격 콘솔 액세스 권한을 변경할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일반 탭에서 액세스 허용 또는 액세스 거부를 누르십시오.

5. 이 콘솔 액세스 권한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의 IP 주소를 지정하려면 추가를 누르십시오.

추가한 시스템은 예외가 됩니다. 액세스 허용을 누르면 지정한 시스템의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액세스 거부를 누르면 지
정한 시스템의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단일 시스템 또는 시스템 그룹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6. 콘솔 액세스 거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단일 시스템
시스템이 하나인 경우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시스템 그룹
여러 시스템의 경우 그룹에 대한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제 시스템이 예외 목록에 나타납니다. 각 IP 주소 및 마스크에 대해 권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액세스 허용을 액세스 거부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한 경우 모든 예외도 변경됩니다. 액세스를 거부하도록 예외를
생성했으면 이제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8. 예외 목록에 나타나는 시스템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려면 모두 편집을 누르십시오.

IP 주소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IP 주소 편집기는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목록에 예외 추가 또는 목록 편집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몇 번의 로그온 시도가 실패하면 일정 시간 동안 관리자를 잠급니다. 기본적
으로 관리 서버는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가 5번을 초과한 관리자 계정을 15분 동안 잠급니다.

지정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관리자 계정의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계정이 잠기는 작업을 실행 중지할 수 있지
만 이 작업으로 계정의 잠금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정이 잠기기 전에 허용된 대기 시간 및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
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 변경은 잠금 간격을 재설정하지 않으며 잠금 간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1.5 이상에 추가된 보안의 경우 첫 번째 잠금 이후 각 추가 잠금에서 잠금 간격이 두 배가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로그온이 성공하거나 첫 번째 잠금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원래 잠금 간격으로 되돌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잠금 간격이 15분이면 두 번째 잠금은 30분 잠금 간격을 트리거합니다. 세 번째 잠금은 60분 잠금 간격을 트리거합니
다. 첫 번째 잠금이 목요일 오후 2시에 발생하면 24시간 간격은 금요일 오후 2시에 끝나므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잠금 간격을 15분으로 재설정합니다.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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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관리 >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2. 관리자에서 잠긴 관리자 계정을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관리자 편집을 누르십시오.

4. 일반 탭에서 지정된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를 초과할 경우 계정 잠금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관리자 계정 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암호 변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암호 만료 안 됨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으로 유지되는 시간 만료 기
간 변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을 보호하기 위해 콘솔은 한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다시 입력하
도록 요구합니다. 보안을 높이기 위해 관리 콘솔에 다시 로그온해야 하는 시간까지의 시간 만료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1.4 이하 버전에서는 기간을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온 시간 만료는 로컬로 또는 원격 Java 콘솔을 통해 관리 콘솔에 로그온할 때 적용됩니다. 원격 웹 콘솔에 대한 로그
온 시간 만료 기간은 관리자가 정의한 가장 짧은 만료 시간 값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속성 설정을 60분으로 설정
하고 Apache 설정을 30분으로 설정하고 브라우저 설정을 10분으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콘솔은 10분 후에 시간 만료됩니
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컬 또는 원격 Java 콘솔에 로그온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 만료 기간을 변경
하려면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로컬 사이트 또는 원격 사이트를 누르고 사이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3. 일반 탭에서 콘솔 시간 만료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시간 길이에 대해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Apache Tomcat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원격 웹 콘솔에 로그온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 만료 기간
을 변경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실행하는 서버에서 다음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여십시오.

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mcat\etc\conf.properties

6. 다음 줄이 없는 경우 추가하십시오.

scm.web.timeout.minutes=timeout_value

여기서 timeout_value 값은 콘솔이 로그아웃을 수행하기 전까지의 비활성 시간(분)입니다. 최대값은 60입니다. 0 값은
줄을 전혀 추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 줄이 있으면 만료 시간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파일을 저장하고 닫으십시오.

8.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Windows 서비스(services.msc)를 열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를 재시
작하십시오.

9. Internet Explorer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원격 웹 콘솔에 로그온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 만료 기
간을 변경하려면 Microsoft 문서, Internet Explorer에서 기본 연결 유지(Keep-Alive) 시간 제한 값을 변경하는 방법의 지
침에 따라 레지스트리 키 H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InternetSettings를
변경하십시오.

10. Mozilla Firefox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원격 웹 콘솔에 로그온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 만료 기간
을 변경하려면 주소 표시줄에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about: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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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경고 메시지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12.다음 줄을 검색하십시오.

network.http.keep-alive.timeout

13.원하는 값(초)으로 변경하십시오. 기본값은 115입니다.

NOTE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는 네트워크 시간 만료 기간에 대해 구성 가능한 설정이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도메인
관리 서버를 설치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Default라고 하는 도메인 하나가 포함됩니다. 도메인
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프라와 구분되는 데이터의 논리 분리입니다. 콘솔에서 도메인은 그룹, 클라이
언트, 시스템 및 정책의 계층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 컨테이너입니다. 추가 도메인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리소
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의 주 목적은 Managed Service Provider가 여러 고객을 서비스하는 하나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프라를 빌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도메인은 Windows 도메인 또는 다른 네트워크 도메인과 동등하지 않
습니다.

추가하는 각 도메인은 동일한 관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콘솔의 추가적인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각 도메인
의 모든 데이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도메인의 관리자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관리
자 계정을 추가하여 각 도메인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자는 자체 도메인의 컨텐츠만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사이트가 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관리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 권한을 위임
하거나, 보안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사용자, 시스템 및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MSP(중앙
관리 서비스 공급자)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개별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
항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개의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지역 또는 회사별로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도메인을 추가할 때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메인을 현재 도메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도메인에 관리
자, 그룹,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정책을 추가합니다.

도메인 간에 정책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간에 정책을 복사하려면 원본 도메인에서 정책을 내보내고 대상 도메인으
로 가져와야 합니다.

도메인 간에 클라이언트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간에 클라이언트를 이동하려면 이전 도메인의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그룹에서 해당 클라이언트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새 도메인의 통신 설정 파일로 클라이언트의 통신 설정 파일을 교
체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도메인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실행 중지할 때는 현재 도메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
은지 확인하십시오.

도메인 추가

관리자 계정 관리

현재 도메인으로 전환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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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추가
도메인을 생성하여 조직에서 그룹, 사용자, 클라이언트 및 정책의 계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를 부서별로
구성할 도메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재해 복구를 위한 도메인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관리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서버와 같은
ID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를 재빌드해야 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의 sylink.xml 파일에서 기존 도메인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도메인 추가를 누르십시오.

4. 도메인 추가 대화 상자에서 도메인 이름, 선택적 회사 이름 및 선택적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5. 도메인 ID를 추가하려는 경우 고급을 누른 다음 입력란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도메인

현재 도메인으로 전환
기본 도메인 이름은 Default이며 이 도메인이 현재 도메인으로 설정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에서 새 도메인을 처음 추가하면 도메인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 도메인에 그룹, 클라이언트, 정책 및 관리자를 추가하
려면 먼저 이 도메인을 현재 도메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메인이 현재 도메인으로 지정된 경우 제목의 도메인 이름에 현
재 도메인이라는 텍스트가 붙습니다. 도메인이 여러 개 있으면 현재 도메인이 표시될 때까지 도메인 목록을 스크롤해야 합
니다.

콘솔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온하면 현재 도메인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도메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메
인에 생성된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콘솔에 관리자 도는 제한된 관리자 중 하나로 로그온하면 액세스
권한이 있는 도메인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메인을 제거하면 관리 서버에서 로그아웃됩니다. 현재 도메인이 아니고 유일한 도메인이 아닐 경우에만 도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메인으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3. 도메인에서 현재 도메인으로 만들려는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4. 태스크에서 도메인 관리를 누르십시오.

5. 도메인 관리 대화 상자에서 예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도메인

도메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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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사용하여 보안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 관리

여러 가지 유형의 보안 정책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책은 설치 중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본 정책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특정 환경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보안 정책은 보호 기술이 알려진 위협 요소와 알려지지 않은 위협 요소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정책을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정책의 복사본을 생
성하고 세부적인 필요에 따라 복사본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특
정 설정을 잠금 및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Table 68: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태스크 설명

정책 추가 기본 정책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유 또는 비공유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정책 페이지에서 공유 정책을 추가하거나 편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정책을 그룹 또는 위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안 정책의 유형
공유 정책 및 비공유 정책
정책 추가

정책 설정 잠금 및 잠
금 해제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일부 정책 설정 및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정책 편집 기존 정책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을 수정하여 시스템에서 보호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룹 할당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수정된 정책을 재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 편집

정책 할당 정책을 활성화하려면 하나 이상의 그룹 또는 위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정책 테스트 새 정책은 작업 환경에 사용하기 전에 항상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정책 업
데이트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정책 업데이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정책 대체 특정 공유 정책을 다른 공유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치 또는 한 위치에 대한 공유 정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체

정책 복사 및 붙여넣
기

새 정책을 추가하는 대신 기존 정책을 복사하여 새 정책의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페이지나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정책 탭에서 정책을 복사 및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Note: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정책 탭에서 모든 정책을 그룹으로 복사하고 다른 그룹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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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공유 정책을 비공유
정책으로 전환

공유 정책의 컨텐츠를 복사하고 이 컨텐츠로 비공유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정책 및 비공유 정책
복사본을 사용하면 한 위치에서만 공유 정책의 컨텐츠를 변경하고 다른 모든 위치에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
니다. 복사본은 기존 비공유 정책을 덮어씁니다.
정책이 더 이상 모든 그룹이나 모든 위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유 정책을 비공유 정책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전환을 마치면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 새로운 이름의 전환된 정책이 표시됩니다.
공유 정책을 비공유 정책으로 전환

정책 내보내기 및 가
져오기

다른 사이트나 관리 서버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기존 정책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정책을 가져와서 그
룹 또는 특정 위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Endpoint Protection 정책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정책 철회 정책을 삭제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책을 제거합니다. 정책을
삭제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정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및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정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룹 또는 위치에서 정책 할당 해제

정책 삭제 정책이 하나 이상의 그룹 및 위치에 할당된 경우 모든 그룹 및 위치에서 할당 취소해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을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최신 정
책이 있는지 확인

클라이언트에 최신 정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이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수동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확인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보안 정책의 유형
여러 가지 유형의 보안 정책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유형은 설치 중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 기본 정책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특정 환경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Table 69: 보안 정책 유형

정책 유형 설명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은 다음과 같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 및 제거하고 부작용을 복
구합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의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는
파일에서 위협 요소를 탐지합니다.

• SONAR 지능형 검사와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동작을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은 SONAR 기술을 통해 동작 변형을 찾습니다.

Note: 다운로드 인사이트와 SONAR 기술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방화벽 정책 방화벽 정책은 다음과 같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무단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차단
합니다.

• 해커의 공격을 탐지합니다.
• 원치 않는 네트워크 트래픽 원본을 제거합니다.

Note: 방화벽 정책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보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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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 설명

침입 차단 정책 침입 차단 정책은 네트워크 공격과 브라우저에 대한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차단합니다.
침입 차단 관리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은 시스템 리소스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장치를 관리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제어
정책은 Windows 및 Mac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호스트 무결성 호스트 무결성 정책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을 정의, 강제 적용 및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가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 패치 및 기타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 기준을 실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무결성 설정

LiveUpdate 정책 LiveUpdate 컨텐츠 정책 및 LiveUpdate 설정 정책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LiveUpdate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시점을 결정하는 설정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하는 시스템을 정의하
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시점과 빈도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메모리 악용 완화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은 DLL 하이재킹, 힙 스프레이 완화 및 Java 악용 차단 같은 완
화 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공격을 저지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라이언트
강화
이 정책 유형은 14.0.1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버전 14에서 이 기능은 침입 차단 정책에
일반 악용 완화라는 이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로 전송합니다. WSS 솔루션은 응용 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를 분류한 다
음 정책에 따라 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와 조직을
보호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예외 예외 정책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와 SONAR 탐지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프로
세스를 제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최신이 아닌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업데이
트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 통신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정책 일련 번호를 확인하여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정책을 수동으로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정으로 인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알림
영역 아이콘을 열 수 없는 경우 정책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수동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는 풀 모드 또는 푸시 모드의 해당하는 업데이트 방법에 따라 정책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indows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2. 정책 업데이트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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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클라이언트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에서 도움말 > 문제 해결을 누르십시오.
2. 문제 해결 대화 상자의 왼쪽 열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3. 관리 창의 정책 프로필에서 다음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4. 관리 콘솔에서 직접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를 누르십시오.
5. 관리 콘솔에서 내보낸 정책을 사용하여 정책을 가져오려면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가져올 정
책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정책 추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각 보호 유형에는 기본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정책을 추가
한 다음 편집하십시오. 각 정책 유형의 여러 버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정책은 작업 환경에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정책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 유형을 선택한 다음 링크를 눌러서 새 정책을 추가하십시오.

3. 보호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정책 설정을 수정하십시오.

4. 확인을 눌러 정책을 저장하십시오.

5. 필요에 따라 새 정책을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정책 생성 중 또는 생성 후에 새 정책을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새 정책은 동일한 보호 유형의 현재 할당된 정책을
대체합니다.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정책 편집
정책 페이지와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정책 탭에서 공유 및 비공유 정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그룹은 동일한 정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정책을 편집한 후에는 해당 정책을 할당해야 합니다.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1. 옵션 1: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을 편집하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의 정책에서 정책 유형을 누르십시오.

3. policy type 정책 창에서 편집하려는 특정 정책을 누르십시오.

4. 태스크에서 정책 편집을 누르십시오.

5. policy type 정책 개요 창에서 필요에 따라 정책의 이름 및 설명을 편집하십시오.

6. 정책을 편집하려면 정책에 대한 policy type 정책 페이지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7. 옵션 2: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을 편집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8.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편집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9. 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상속을 선택 해제하지 않으면 정책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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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정책을 편집하려는 위치의 이름을 스크롤하여 찾으십시오.

11.위치에서 편집할 특정 정책을 찾아보십시오.

12.선택한 정책의 오른쪽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정책 편집을 누르십시오.

13.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비공유 정책을 편집하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 공유 정책을 편집하려면 정책 편집 대화 상자에서 공유 편집을 눌러 모든 위치의 정책을 편집하십시오.

14.편집하려는 정책 유형에 연결된 링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을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그룹에 적용하기 위해 정책 설정을 약간 편집하려
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정책 페이지의 정책을 복사하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의 정책 아래에서 복사할 정책의 유형을 누르십시오.

3. policy type 정책 창에서 복사할 특정 정책을 누르십시오.

4. 정책 페이지의 태스크 아래에서 정책 복사를 누르십시오.

5. 이 프로세스에 대한 통지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정책 복사 대화 상자에서 이 메시지 다시 표시 안 함을 선택하십시오.

이 메시지 다시 표시 안 함 확인란을 다시 표시하려면 관리 > 관리자를 누르고 관리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복사 정책 알
림 재설정을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7. 정책 페이지에 정책을 붙여 넣으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8. 정책 페이지의 정책 아래에서 붙여 넣을 정책의 유형을 누르십시오.

9. policy type 정책 창에서 붙여 넣으려는 특정 정책을 누르십시오.

10.정책 페이지의 태스크 아래에서 정책 붙여넣기를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새 정책을 추가하는 대신 정책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공유 또는 비공유 정책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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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1.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을 복사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복사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 탭의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스크롤하여 복사하려는 정책이 있는 위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4. 복사하려는 위치의 특정 정책을 찾으십시오.

5. 정책의 오른쪽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복사를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7.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정책을 붙여 넣으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8.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붙여 넣으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9. 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상속을 선택 해제하지 않으면 정책을 붙여 넣을 수 없습니다.

10.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정책을 붙여 넣으려는 위치의 이름을 스크롤하여 찾으십시오.

11.붙여 넣으려는 위치의 특정 정책을 찾으십시오.

12.정책의 오른쪽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붙여넣기를 누르십시오.

13.기존 정책을 덮어쓸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르십시오.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그룹을 통해 정책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할당합니다. 모든 그룹에는 항상 할당되는 정책이 각 보호 유형별로 정확히 하나
씩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는 플랫폼별로 개별 그룹을 생성합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실행하는 클라
이언트를 동일한 그룹에 넣으면, 각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는 해당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 설정을 모두 무시합니다.

할당되지 않은 정책은 그룹 및 위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추가할 때 정책을 할당하지 않
으면 나중에 그룹 및 위치에 정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을 재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스템 그룹에 할당됩니다.

• 초기 설치 시에 시만텍 기본 보안 정책이 My Company 상위 그룹에 할당됩니다.
• My Company 상위 그룹의 보안 정책은 새로 생성된 하위 그룹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새로 생성된 하위 그룹은 My

Company에서 기본적으로 상속합니다.
새 그룹은 항상 직계 상위 그룹에서 상속합니다. 하위 그룹의 계층을 생성한 경우 각 그룹은 최상위 그룹이 아닌 해당 직
계 상위 그룹에서 상속합니다.

•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정책을 할당하여 그룹의 정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My Company 상위 그룹 또는 다른 하위 그룹
에 할당된 정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에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Table 70: 정책 아이콘

아이콘 설명

정책이 할당되지 않은 그룹
정책이 할당된 그룹 텍스트가 굵게 표시됩니다.
정책이 할당되지 않은 위치
정책이 할당된 위치 텍스트가 굵게 표시됩니다.
상위 그룹에서 상속되며 정책이 할당되지 않은 위치
상위 그룹에서 상속되며 정책이 할당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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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을 할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 > policy type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2.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을 선택한 다음 정책 할당을 누르십시오.

3. 정책 할당 대화 상자에서 그룹 또는 위치를 선택한 다음 할당을 누르십시오.

4. 확인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그룹 또는 위치에서 정책 할당 해제

정책 대체
특정 공유 정책을 다른 공유 정책으로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치 또는 개별 위치에 대한 공유 정책을 대체할 수 있
습니다.

모든 위치에 대한 정책을 대체할 때는 관리 서버가 해당 정책을 보유하는 위치의 정책만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Sales 그룹
이 네 개 위치 중 세 곳에서 Sales 정책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Sales 정책을 Marketing 정책으로 대체하면 세 개 위치만
Marketing 정책을 수신합니다.

어떤 클라이언트 그룹이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설정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비공유 정책을 공유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별로 비공유 정책을 공유 정책으로 대체하십시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1. 모든 위치에 대한 공유 정책을 대체하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의 정책 아래에서 대체하려는 정책의 유형을 누르십시오.

3. policy type 정책 창에서 해당 정책을 누르십시오.

4. 정책 페이지의 태스크 아래에서 정책 대체를 누르십시오.

5. policy type 정책 대체 대화 상자의 새 policy type 정책 목록 상자에서 이전 정책을 대체하는 공유 정책을 선택하십시
오.

6. 기존 정책을 대체하려는 그룹 및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7. 대체를 누르십시오.

8. 해당 그룹 및 위치의 정책 대체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누르십시오.

9. 한 위치에 대한 공유 정책 또는 비공유 정책을 대체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10.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대체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11.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상속을 선택 해제하지 않으면 정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2.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해당 정책이 있는 위치를 찾으십시오.

13.대체하려는 정책 옆에 있는 태스크를 누른 다음 정책 교체를 누르십시오.

14.정책 교체 대화 상자의 새 정책 목록 상자에서 대체 정책을 선택하십시오.

15.확인을 누르십시오.

개별 Endpoint Protection 정책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정책을 다시 생성하는 대신 정책을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정책과 연관된 모든 설정도 자동으로 내보내집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을 내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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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서버를 이전 릴리스에서 새 릴리스로 업데이트합니다. 새 관리 서버를 이전에 사용자 정의한 정책으로 업데이트하
고자 합니다.

•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정책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정책을 내보내고 가져옵니다. 파일을 내보낸 후에는 이를 가져와서 그룹에 적용하거나 하나의 위치에만 적
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특정 위치의 공유 또는 비공유 정책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1. 정책 페이지에서 단일 정책을 내보내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의 정책 아래에서 내보낼 정책의 유형을 누르십시오.

3. policy type 정책 창에서 내보낼 특정 정책을 누르십시오.

4. 정책 페이지의 태스크 아래에서 정책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5. 정책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정책 파일을 내보낼 폴더를 찾은 다음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6.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공유 또는 비공유 정책을 내보내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7.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내보낼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8. 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상속을 선택 해제하지 않으면 정책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9.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정책을 내보내려는 위치의 이름을 스크롤하여 찾으십시오.

10.위치에서 내보낼 특정 정책을 찾으십시오.

11.정책 오른쪽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정책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12.정책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정책을 내보낼 폴더를 찾아보십시오.

13.정책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14.단일 정책을 가져오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15.정책 페이지의 정책 아래에서 가져올 정책의 유형을 누르십시오.

16. policy type 정책 창에서 가져오려는 정책을 누르십시오.

17.정책 페이지의 태스크 아래에서 policy type 정책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18.정책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오려는 정책 파일을 찾아본 다음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공유 정책 및 비공유 정책
정책은 공유 정책 또는 비공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책은 두 개 이상의 그룹 또는 위치에 적용하면 공유됩니다. 공유 정책
을 생성하면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모든 그룹 및 위치의 정책을 쉽게 편집하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My Company 그룹 수
준 이하의 그룹 수준에서 공유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하위 그룹이 정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유 정
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 그룹 또는 위치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경우 고유한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한 비공유 정책을 하나
의 특정 그룹 또는 위치에 할당합니다. 위치별로 각 정책 유형의 정책을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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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부서의 사용자 그룹이 사무실과 가정의 여러 위치에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체적
인 규칙 및 설정 세트가 포함된 별도의 방화벽 정책을 이 그룹의 각 위치에 적용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VPN 연결이 필요한 DSL 및 ISDN을 사용하는 원격 사용자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전화 접속을 사용하려는 원격 사용자도 있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그룹은 무선 연결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서
는 각각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위치에 대해 자체적인 방화벽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직원 워크스테이션에 인증을 받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 정책을 구현해야 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추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서는 일반 직원들보다 덜 제한적인 보안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IT 부서를 위해 다른 방화벽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룹과 위치에서 공유하는 정책은 정책 페이지의 정책 탭에서 추가합니다. 그러나 그룹 간에 공유되지 않고 특
정 위치에만 적용되는 정책은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추가합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을 추가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새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새 정책을 추가하십시오.
정책 추가

• 새 정책의 기본이 될 기존 정책을 복사하십시오.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 이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내보낸 정책을 가져오십시오.
개별 Endpoint Protection 정책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공유 정책을 비공유 정책으로 전환

공유 정책을 비공유 정책으로 전환
공유 정책의 컨텐츠를 복사하고 이 컨텐츠로 비공유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사용하면 한 위치에서만 공유 정
책의 컨텐츠를 변경하고 다른 모든 위치에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은 기존 공유 정책을 덮어씁니다.

변환을 마치면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 새로운 이름의 변환된 정책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페이지 > 정책 탭에서
비공유 정책을 정책 페이지로 복사하지 않는 한 비공유 정책은 정책 유형에 대한 정책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유 정책 및 비공유 정책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 복사 및 붙여넣기

공유 정책을 비공유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전환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그룹과 연결된 창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4. 정책 탭에서 group_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상속을 선택 해제하지 않으면 정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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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스크롤하여 위치의 이름과 전환하려는 특정 정책을 찾으십시오.

6. 특정 정책 옆의 태스크를 누른 다음 비공유 정책으로 전환을 누르십시오.

7. 개요 대화 상자에서 정책의 이름과 설명을 편집하십시오.

8. 기타 정책 설정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그룹 또는 위치에서 정책 할당 해제
정책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정책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려는 경우 그룹 또는 위치에서 정책을 할당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그룹의 경우 새 정책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하려면 정책을
삭제하지 않고 철회하면 됩니다. 철회한 정책은 할당한 그룹과 위치에서 자동으로 철회되지만 정책이 사용된 위치의 수가
정책 페이지의 policy type 정책 창에 표시됩니다.

NOTE

정책을 삭제하려면 모든 그룹과 위치에서 정책을 바꾸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정책 페이지에서 다음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을 위치 또는 그룹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LiveUpdate 설정

다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또는 LiveUpdate 정책으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체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1. 정책 페이지에서 공유 정책을 할당 해제하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의 정책 아래에서 철회할 정책의 유형을 누르십시오.

3. policy type 정책 창에서 철회하려는 특정 정책을 누르십시오.

4. 정책 페이지의 태스크 아래에서 정책 철회를 누르십시오.

5. 정책 철회 대화 상자에서 정책을 철회할 그룹 및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6. 철회를 누르십시오.

7. 해당 그룹 및 위치에서 정책 철회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누르십시오.

8.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공유 또는 비공유 정책을 할당 해제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9.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에서 정책을 철회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10.정책 탭에서 "group name"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상속을 해제하지 않으면 정책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1.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스크롤하여 정책을 철회할 위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12.철회하려는 위치의 정책을 찾으십시오.

13.태스크를 누른 다음 정책 철회를 누르십시오.

14.정책 철회 대화 상자에서 예를 누르십시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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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는 사용자 제어 수준을 설정하거나 정책 옵션을 잠그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정책에는 제어 수준이 사용되
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는 잠금이 사용됩니다.

항상 사용자가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 제어 수준이란?
• 사용자 제어 수준 변경
• 정책 설정 잠금 및 잠금 해제
• 사용자가 특정 보호 기술을 실행 중지할 수 없도록 방지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사용자 제어 수준이란?

사용자 제어 수준은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특정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사용자 제어 수
준에 따라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기능이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이는지 또는 전체가 표시되는지의 여
부가 결정됩니다.

Table 71: 사용자 제어 수준

사용자 제어 수준 설명

서버 제어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소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버 제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잠금 해제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사항은 다음 번 하트비트에 덮어써집니다.

클라이언트 제어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대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클라이언트 제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설정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수정된 설정이 서버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설정이 새 정책에서 잠긴
경우를 제외하면 새 정책이 적용될 때 이러한 설정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제어는 원격 위치에서 작업하거나 재택 근무 중인 직원에게 유용합니다.

Note: 클라이언트 제어 모드 또는 복합 제어 모드에서 설정을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Windows 관리자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복합 제어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합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버 제어 옵션 또는 클라이언트 제어 옵션으
로 옵션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을 결정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제어에 포함되는 항목의 경
우 사용자가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버 제어에 포함되는 항목의 경우 관리자가 설정을 제어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모든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알림 영역 아이콘 및 일부 IPS 옵션
만 서버 제어 및 클라이언트 제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검역소 정책을 적용하면 클라이언트 제어 또는 복합 제어 모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제어 모드로 전
환됩니다.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을 금지 또는 허용

사용자 제어 수준 변경

일부 중앙 관리 설정은 종속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방화벽 규칙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클라이
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방화벽 규칙 구성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규
칙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보기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3.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서 수정하려는 위치의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 옆에 있는 태스크 > 설정 편집을 누르십시오.
5.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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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제어를 누른 다음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시오.
설정을 구성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 제어를 누르십시오.
– 복합 제어를 누른 다음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시오.
설정을 구성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복합 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정 구성

정책 설정 잠금 및 잠금 해제

일부 정책 설정을 잠금 및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잠긴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잠글 수 있는 설정 옆에는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설정, 임의 변경 방지 설정, 제출 설정 및 침입 차단 설정을 잠그
고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보호 기술을 실행 중지할 수 없도록 방지

클라이언트를 복합 제어 또는 서버 제어 모드로 설정하고 옵션을 잠그지 않으면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변경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다음 하트비트에 적용됩니다. 여러 정책에서 정책 옵션을 잠그면 클라
이언트 제어 모드에서도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NOTE

관리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Windows 사용자는 위치별 설정 구성과 관계없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
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Windows 10 관리자는 이러한 옵션이 설정되어 있어
도 알림 영역 아이콘을 통해 제품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별
보호 기술을 실행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NOTE

모든 그룹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경우 변경할 그룹의 정책 상속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공유 정책을 편
집하면 공유 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그룹(정책 상속을 실행 중지한 그룹 포함)에 편집된 정책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방화벽 또는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를 실행 중지할 수 없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제한할 클라이언트 그룹을 누르고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3.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 옆에 있는 태스크 > 설정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서버 제어 또는 복합 제어를 누른 후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시오.
6.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 상자(서버 제어) 또는 창(복합 제어)에서 다음 사용자가 방화벽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도록 허용 및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장치 제어를 실행 및 실행 중지하도록 허용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른 다음 다시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가 침입 차단 기능을 실행 중지할 수 없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제한할 클라이언트 그룹을 누르고 정책의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3. 위치별 정책을 확장하십시오.
4. 침입 차단 정책 옆에 있는 태스크 > 정책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침입 차단을 누르고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실행 및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눌러 이러한 기능을 잠그십시
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기능을 실행 중지할 수 없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제한할 클라이언트 그룹을 누르고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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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별 정책을 확장하십시오.
4.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옆에 있는 태스크 > 정책 편집을 누르십시오.
5. Windows 설정에서 다음 기능을 잠그십시오.

– 자동 보호를 누르고 자동 보호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르십시오.
– 다운로드 보호를 누르고 다운로드 인사이트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눌러 파일 평판을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가 다
운로드된 파일을 탐지하십시오.

– SONAR를 누르고 SONAR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르십시오.
– 멀웨어 차단 사전 시작 드라이버를 누르고 시만텍 멀웨어 차단 사전 시작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르십시오.
–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를 누르고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르십시오.
– 14.2 RU1 이전 버전인 경우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를 누르고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르십
시오.

– 14.2 RU1 이전 버전인 경우 Lotus Notes 자동 보호를 누르고 Lotus Notes 자동 보호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르십시
오.

– 글로벌 검사 옵션을 누르고 다음에 대해 Insight 실행 및 Bloodhound 지능형 바이러스 탐지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
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가 메모리 악용 완화를 실행 중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14.1 이상).

버전 14에서 메모리 악용 완화는 일반 악용 완화라는 이름으로 침입 차단 정책에 표시되었습니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제한할 클라이언트 그룹을 누르고 정책의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3.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4. 메모리 악용 완화 옆에 있는 태스크 > 정책 편집을 누르십시오.
5. 메모리 악용 완화를 누르고 메모리 악용 완화 실행 옆의 자물쇠를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이러한 변경을 수행하면 그룹의 클라이언트가 그룹의 통신 설정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책을 수신합니다. 그룹이 푸시 모드
에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몇 초 내에 클라이언트 체크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룹이 풀
모드에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예약된 다음 하트비트에 체크인합니다.

다음 하트비트 이전에 체크인하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체크인 및 정책 업데이트를 즉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클라이언트가 정책을 업데이트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알림 영역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실행 중지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니터링
Windows 클라이언트는 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합니다. 정보를
목록으로 수집하고 해당 목록을 관리 서버에 전송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해당 특징에
대한 목록을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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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벽 정책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
• SONAR 기술
• 호스트 무결성 정책
•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는 해당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여러 태스크를 수행하여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72: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단계

단계 설명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응용 프로그램 검색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
그램 기반 기준이나 시스템 기반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사용하는
Internet Explorer 버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
검토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 검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국가는 현지 법률상 특정 상황에서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직원이 집에서 회사 랩톱을 사용하여 사무실 네트워크에 로그온할 때 랩톱에서 응용 프로그램 사용 정보를
받는 경우).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역에서 이러한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허용되지 않는 경
우 지침에 따라 도구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학습 실행
그룹 또는 위치에 대해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추적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리 서버로 전송합니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는 개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의해 관리 서버로 전달되므로 이 데이
터를 처리하여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처리 의무는 대부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있습
니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많고 환경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할수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임시 저장했다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작동 상태 데이터나 보안
로그 데이터 등의 다른 SEP 클라이언트 데이터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량이 매우 많은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리소스가 부족한 SEPM에 이로 인한 CPU 또는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는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룹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탭에서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오.
3.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확인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위치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탭에서 위치를 선택한 다음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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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설정의 오른쪽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그룹 통신 설정 사용을 선택 해제하고 설정 편집을 누르십시오.
4. location name에 대한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확인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이트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른 다음 사이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2. 일반 탭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추적을 선택하십시오.
3.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줄이려면 다음 이후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삭제: x일을 선택하십시오. 관리 서버 데
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7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룹이나 위치의 각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메일 주소로 통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통지 설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니터링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
관리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수신하고 나면 쿼리를 실행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상
세 내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모두 찾을 수 있
습니다. 그런 다음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신 버전의
Microsoft Word를 사용하도록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정책 유형에서 응용 프로그
램 검색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는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기준.
이름, 파일 핑거프린트, 경로, 크기, 버전, 최근 수정 시간 등의 응용 프로그램 상세 내역이나 특정 응용 프로그램으로 검
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준.
특정 사용자나 시스템이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IP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
니다.

방화벽 정책에서 방화벽 규칙에 추가할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정의

NOTE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기능을 실행해야만 검색 상자에서 정보가 수집됩니다.
각 그룹 또는 위치의 클라이언트 페이지, 통신 설정 대화 상자로 가서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의 태스크에서 응용 프로그램 검색을 누르십시오.

3. 응용 프로그램 검색 대화 상자의 응용 프로그램 검색 위치 필드 오른쪽에 있는 찾아보기를 누르십시오.

4. 그룹 또는 위치 선택 대화 상자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할 클라이언트 그룹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룹은 한 번에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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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위 그룹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6.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사용자 또는 시스템 정보를 검색하려면 클라이언트/시스템 정보 기반을 누르십시오.
• 응용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검색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기반을 누르십시오.

7. 검색 필드 아래 빈 셀을 누르고 목록에서 검색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검색 필드 셀은 선택한 옵션에 대한 기준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
오.

8. 비교 연산자 아래의 빈 셀을 누르고 다음 연산자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9. 값 아래의 빈 셀을 누르고 값 유형을 선택 또는 입력하십시오.

값 셀에는 검색 필드 셀에서 선택한 기준에 따라 드롭다운 목록에 형식이나 값이 표시됩니다.

10.검색 기준을 추가하려면 두 번째 행을 누른 다음 검색 필드, 비교 연산자 및 값 셀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 기준 행을 둘 이상 입력하면 조회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11.검색을 누르십시오.

12.조회 결과 테이블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추가 행과 열을 보려면 이동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 추가 정보 화면을 보려면 이전 및 다음을 누르십시오.
•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행을 선택한 다음 상세 내역 보기를 누르십시오.

결과는 파일로 내보내지 않는 한 저장되지 않습니다.

13.조회 결과를 제거하려면 모두 지우기를 누르십시오.

14.닫기를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니터링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방화벽 보호 관리
방화벽은 방화벽 정책에서 지정한 송수신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 정책에는
규칙 및 보호 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실행 또는 실행 중지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73: 방화벽 보호를 관리하기 위한 선택적 태스크

태스크 설명

방화벽 보호에 대해 읽기 방화벽 보호를 구성하기 전에 방화벽에 대해 익숙해야 합니다.
방화벽 작동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

사용자 정책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기본 방화벽 정책을 설치합니다. 기본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 정책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먼저 생성해야 해당 정책에 대한 방화벽 규칙 및 방화벽 보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정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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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방화벽 규칙 생성 및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은 방화벽이 악성 공격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정책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 방화벽 정책에는 기본 방화벽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정책을 생성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기본 방화벽 규칙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본 규칙을 수정하거나 새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방화벽 보호 설정 실행 방화벽이 특정 작업을 완료하면 수많은 구성 요소로 제어 기능이 전달됩니다. 각 구성 요소는 다른 종류
의 패킷 분석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 실행
공격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결 자동으로 차단
시스템에서 외부의 숨김 공격 차단
Windows 방화벽 실행 중지
Peer-to-Peer 인증을 구성하여 원격 시스템 차단

방화벽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의 방화벽 보호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복합 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정 구성

방화벽 작동 방법
방화벽은 다음과 같은 모든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무단 사용자가 조직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합니다.
• 사용자의 시스템과 인터넷상의 다른 시스템과의 통신을 모니터링합니다.
• 시스템에 있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 시도를 허용 또는 차단하는 방패를 생성합니다.
• 다른 시스템으로부터의 연결 시도가 있을 경우 경고를 표시합니다.
• 사용자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경고를 표시합니다.

방화벽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검토합니다. 패킷은 두 시스템 간 정보 흐름에 포함되는 불연속적인 데이터
단위입니다. 대상에 도달하면 각 패킷이 리어셈블되어 끊어지지 않은 데이터 흐름처럼 보입니다.

패킷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정보가 포함됩니다.

• 원래 시스템
• 지정한 수신인
• 패킷 데이터 처리 방법
• 패킷 수신 포트
포트는 인터넷에서 오는 데이터 흐름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포트를 수신 대기합
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포트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네트워크 공격은 취약한 응용 프로그램의 약점을 악용합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래밍 코드가
포함된 패킷을 포트에 전송합니다. 취약한 응용 프로그램이 포트를 수신 대기하고 있을 때 악성 코드는 공격자들이 시스템
에 액세스하도록 지원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은 방화벽 정책 및 규칙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기본 방화벽 정책과 사무실 환경을 위한 기본 방화벽 규칙 및 방화벽 설정이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은 보통 기업 방화벽, 경계 패킷 필터 또는 바이러스 차단 서버를 통해 보호되므로 일반적으로 경계 보호가 제한
적인 대부분의 가정 환경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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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규칙은 클라이언트가 악성 인바운드 트래픽 및 악성 아웃바운드 트래픽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
식을 제어합니다. 방화벽은 자동으로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패킷을 이러한 규칙으로 검사합니다. 그런 다음 규칙에
지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패킷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연결을 시도하면 방화벽이 연결 유형을 방
화벽 규칙 목록과 비교합니다. 방화벽은 또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상태 기록 검사를 사용합니다.

콘솔을 처음 설치하면 각 그룹에 기본 방화벽 정책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새 위치를 추가할 때마다 방화벽 정책이 기본 위치에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사용자가 방화벽 규칙 및 방화벽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 또는 차단함으로써 사용자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작용
수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새 네트워크 연결 및 가능한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클라이언트와 상호 작
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 방화벽 설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러나 네트워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 방화벽의 설정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기
능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전 14.2부터 Mac 클라이언트에서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전용 방화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리자가 클라이언
트 제어를 허용한 경우 방화벽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화벽은 Mac 운영 체제 방화벽과 다른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하므로 둘 다 실행하여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설정

방화벽 보호 관리

방화벽 작동 방법

방화벽이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하는 방법

보안 정책의 유형

Mac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설정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포함되는 방화벽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화벽 스마트 규칙
•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

이러한 설정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은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는 버전 14.2부터 방화벽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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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방화벽 설정

설정 유형 설명

방화벽 스마트 규칙 방화벽 스마트 규칙은 일반적인 유형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또한 Mac이 요청을 시작하는 특정 프로토콜의 트래
픽을 허용합니다.
보호 설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포트 검사 탐지
• 서비스 거부 탐지
• MAC 위장 접근 방지
• 공격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차단
트래픽 프로토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스마트 DHCP
• 스마트 DNS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은 운영 체제의 내장 방화벽과 통합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시에 실
행됩니다. 운영 체제 방화벽은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검사하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은 더
낮은 계층(네트워크 및 전송)에서 검사합니다.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은 Peer-to-Peer 차단 규칙을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여 일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
칙

관리자는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의 다양한 속성과 관련된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방화벽 보호 관리

방화벽 정책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사무실 환경을 위한 기본 방화벽 규칙 및 기본 방화벽 설정이 포함된 기본 방화벽 정책
이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은 보통 기업 방화벽, 경계 패킷 필터 또는 바이러스 차단 서버를 통해 보호되므로 일반적으로 경
계 보호가 제한적인 대부분의 가정 환경보다 안전합니다.

콘솔을 처음 설치하면 각 그룹에 기본 방화벽 정책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NOTE

기본 방화벽 정책의 이름을 변경하면 업그레이드가 정책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방화벽 정책 내
의 기본 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 위치를 추가할 때마다 방화벽 정책이 기본 위치에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기본 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각 위치(홈 사
이트 또는 고객 사이트)별로 방화벽 정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화벽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편집
하거나 다른 공유 정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화벽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에서는 새 방화벽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를 설명합니다. 먼저 방화벽 정
책을 추가해야 하지만 그 후의 나머지 태스크는 선택 사항이고 순서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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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5: 방화벽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

태스크 설명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은 방화벽이 악성 수신 트래픽 및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
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정책 구성 요소입니다. 방화벽은 자동으로 모든 수신 패킷 및 발신 패킷을
이러한 규칙으로 검사합니다. 규칙에 지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패킷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기
본 규칙을 수정하고 새 규칙을 생성하거나 기본 규칙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새 방화벽 정책을 생성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기본 방
화벽 규칙을 제공합니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
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통지를
실행 및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되었다는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차단 통지

자동 방화벽 규칙 실행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 간의 통신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칙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NetBIOS 및 토큰 링을 통해 통신하는 트래픽을 탐지 및 차단하는 트래픽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트래픽 프로토콜만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공격을 탐지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자동으로 연결을 차단합니다. 또한 지정된 기간 동안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통신
을 자동 차단하는 활성 응답을 활성화합니다. 시스템을 공격하는 IP 주소는 단일 위치에서만 차
단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공격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결 자동으로 차단

보호 및 숨김 설정 구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탐지 및 기록하고 위장 접근 시도를 차단하는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공격에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외부의 숨김 공격 차단
모든 보호 옵션 및 숨김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
벽을 Windows 방화벽과 통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제거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Windows 방화벽 설정을 복원합니다.
기본 설정은 Windows 방화벽을 한 번만 실행 중지하고 Windows 방화벽 비활성화 메시지를 실
행 중지하는 것입니다.
Windows 방화벽 실행 중지

Peer-to-Peer 인증 구성 동일한 회사 네트워크 내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인증자)에 연
결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Peer-to-Peer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자는 원격 시스템이 호스
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원격 시스템의 인바운드 TCP 및 UDP 트래픽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Peer-to-Peer 인증을 구성하여 원격 시스템 차단

방화벽 보호를 실행하면 정책은 모든 인바운드 IP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과 모든 아웃바운드 IP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
용하며,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방화벽 보호는 모든 원격 시스템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IPv6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NOTE

IPv6은 인터넷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Microsoft Vista를 실행 중인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를 설치하면 규칙 목록에 이더넷 프로토콜 유형 IPv6을 차단하는 여러 기본 규칙이 추가됩니다. 기본 규칙을
제거할 경우에는 IPv6을 차단하는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 기본 방화벽 보호는 공격에 자주 사용되는 일부 프로토콜에 대해 인바운드 연결을 제한합니다(예: Windows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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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네트워크 연결은 허용되며 외부 네트워크는 차단됩니다.

방화벽 보호 관리

원격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정책 설정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방화벽 규칙 관리
방화벽 규칙은 방화벽이 악성 수신 트래픽 및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방화벽은 모
든 수신 패킷 및 발신 패킷을 사용자가 실행하는 규칙으로 검사합니다. 방화벽은 방화벽 규칙에 지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패
킷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화벽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
리자가 허용하거나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인 경우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방화벽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기본 규칙이 포함된 기본 방화벽 정책과 함께 설치됩니다. 새 방화벽 정책을 생성할 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기본 방화벽 규칙을 제공합니다. 관리자가 허용하거나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인
경우 모든 기본 규칙을 수정하거나 새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는 최소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은 필요한 만큼 수에 제한 없이 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규칙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규칙을 실행 중지했다가 작업을 완료한 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 관리에서는 방화벽 규칙 관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Table 76: 방화벽 규칙 관리

태스크 설명

방화벽 규칙의 작동 원리
와 방화벽 규칙의 구성 요
소에 대해 알아보기

방화벽 규칙을 수정하기 전에 방화벽 규칙의 작동 원리에 대한 다음 정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 가장 엄격한 규칙이 가장 먼저 평가되고 가장 일반적인 규칙이 마지막에 평가되도록 규칙 순서를 지정하
는 방법
방화벽 규칙, 방화벽 설정 및 침입 차단 처리 순서

• 클라이언트가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상태 추적
방화벽이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하는 방법

• 방화벽 규칙을 구성하는 방화벽 구성 요소
이러한 트리거 및 트리거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방화벽 규칙을 적절히 사용자 정의하여 클라이언트
와 서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규칙 요소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여 방화벽 규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콘솔을 통해 새 방화벽 규칙 추가
한 가지 방법은 기본 설정이 포함된 빈 규칙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방법은 새 규칙 생성을 안
내하는 마법사를 제공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규칙에 자체 규칙 추가
클라이언트에서 방화벽 규칙 추가

• 방화벽 규칙 기준을 변경하여 규칙 사용자 정의
• 다른 방화벽 정책에서 방화벽 규칙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규칙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 방화벽 규칙 복사 및 붙여넣기
생성하려는 규칙과 비슷한 기존 규칙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 방화벽 규칙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복사된 규칙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새 규칙을 생성한 후 또는 기본 규칙을 사용자 정의하려는 경우 방화벽 규칙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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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화벽 규칙 추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빈 규칙 빈 규칙은 모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새 빈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방화벽 규칙 추가 마법사 방화벽 규칙 추가 마법사를 사용하여 규칙을 추가할 경우 규칙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법사는 여러 기준
이 있는 새 규칙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가능한 한 규칙에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HTTP와 같은 트래픽에 대한 인바운드 규칙은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TCP 트래픽에 대해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시작하는 반환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새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특정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액세스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 방화벽
규칙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모든 정책의 규칙이 실행 중지됩니다.

이 규칙은 공유 정책인 경우 모든 위치에서 실행 중지되며 위치별 정책인 경우에는 한 위치의 규칙만 실행 중지됩니다.

NOTE

방화벽이 규칙을 처리하려면 규칙이 실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빈 방화벽 규칙을 새로 추가하려면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3.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빈 규칙 추가를 누르십시오.

4. 필요에 따라 방화벽 규칙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5. 규칙 구성을 완료했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6. 마법사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려면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7.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규칙 추가를 누르십시오.

8. 각 화면의 옵션을 작성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9. 마침을 누르십시오.

필요에 따라 방화벽 규칙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방화벽이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하는 방법

방화벽 서버 규칙 및 클라이언트 규칙
규칙은 서버 규칙 또는 클라이언트 규칙으로 분류됩니다. 서버 규칙은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서 생성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되는 규칙입니다. 클라이언트 규칙은 사용자가 클라이
언트에서 생성한 규칙입니다.

Mac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규칙은 서버 규칙입니다. Mac 사용자는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규칙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방화벽은 버전 14.2부터 Mac 클라이언트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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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제어 수준 및 규칙 상태에는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제어 수준과 사용자의 방화벽 규칙 작업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
다.

Table 77: 사용자 제어 수준 및 규칙 상태

사용자 제어 수준 사용자 작업

서버 제어 Windows 클라이언트는 서버 규칙을 수신하지만 사용자는 이 규칙을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규칙
을 생성할 수도 없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의 방화벽 실행 또는 실행 중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합 제어 Windows 클라이언트가 서버 규칙을 수신합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규칙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서버
규칙 및 클라이언트 보안 설정과 병합됩니다.
Mac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의 방화벽 실행 또는 실행 중지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설정이
서버 제어 또는 클라이언트 제어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클라이언트 제어 클라이언트가 서버 규칙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규칙을 볼 수 없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방화벽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서버 규칙 및 클라이언트 규칙 처리 우선 순위에는 방화벽이 서버 규칙, 클라이언트 규칙 및 클라이언트 설정을 처리하는 순
서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78: 서버 규칙 및 클라이언트 규칙 처리 우선 순위

우선 순위 규칙 유형 또는 설정

첫 번째 우선 순위가 높은 서버 규칙(규칙 목록에서 파란 선 위에 있는 규칙)
두 번째 클라이언트 규칙
세 번째 우선 순위가 낮은 서버 규칙(규칙 목록에서 파란 선 아래에 있는 규칙)

클라이언트에서 파란 선 아래의 서버 규칙은 클라이언트 규칙 다음에 처리됩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 보안 설정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별 설정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규칙 또는 보안 설정을 수정할 수 있지만 서버 규칙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WARNING

클라이언트가 복합 제어 상태인 경우 사용자는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는 클라이언트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파란 선 아래의 모든 서버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방화벽 규칙 관리

방화벽 규칙 순서 변경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방화벽 규칙, 방화벽 설정 및 침입 차단 처리 순서
방화벽 규칙은 규칙 목록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에서 낮은 항목으로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첫 번째 규칙에 패킷 처리 방
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방화벽은 두 번째 규칙을 검사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방화벽이 일치하는 규칙을 발견할 때
까지 계속됩니다. 방화벽이 규칙과 일치하는 항목을 발견하면 규칙에 지정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우선 순위
가 낮은 규칙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첫 번째 규칙 다음에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는 규칙이
올 경우 클라이언트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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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독점성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제한적인 규칙이 먼저 평가되고, 가장 일반적인 규칙이 마지막에 평가됩니
다. 예를 들어 트래픽을 차단하는 규칙은 규칙 목록의 맨 위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목록의 하단에는 트래픽을 허용하는
규칙이 올 수 있습니다.

규칙 목록에는 파란 구분선이 있습니다. 이 구분선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규칙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 하위 그룹이 상위 그룹에서 규칙을 상속받는 경우.
• Windows 클라이언트가 복합 제어로 설정된 경우. 방화벽은 서버 규칙 및 클라이언트 규칙을 모두 처리합니다.

규칙 기반을 생성하는 권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규칙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1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규칙.
2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는 규칙.
3 특정 시스템을 허용 또는 차단하는 규칙.
4 특정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서비스 및 포트를 허용 또는 차단하는 규칙.

처리 순서에는 방화벽이 규칙, 방화벽 설정 및 침입 차단 설정을 처리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79: 처리 순서

우선 순위 설정

첫 번째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두 번째 침입 차단 설정, 트래픽 설정 및 숨김 설정
세 번째 내장 규칙
네 번째 방화벽 규칙
다섯 번째 포트 검사 확인
여섯 번째 LiveUpdate를 통해 다운로드한 IPS 시그니처

상속된 방화벽 규칙
하위 그룹의 정책은 상위 그룹에서 실행되는 방화벽 규칙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을 실행 중지
할 수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규칙이 상위 그룹의 정책에 추가되면 새 규칙은 상속하는 정책에 자동으로 추가됩니
다.

상속된 규칙은 규칙 목록에서 기울임꼴(버전 14.x) 또는 자주색(버전 12.1.x)으로 음영 표시됩니다. 파란색 줄 위에서, 상속
된 규칙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가 생성한 규칙 위에 추가됩니다. 파란색 줄 아래에서, 상속된 규
칙은 사용자가 생성한 규칙 아래에 추가됩니다.

방화벽 정책도 기본 규칙을 상속하므로 하위 그룹의 방화벽 정책에 기본 규칙 세트를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규칙 세
트 하나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된 규칙을 제거하려는 경우 해당 규칙을 삭제하는 대신 상속을 제거합니다. 선택한 규칙이 아니라 상속된 규칙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방화벽이 규칙 목록에 있는 상속된 방화벽 규칙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 구분선 위 정책 상속 규칙이 생성된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파란색 구분선 아래 생성된 규칙이 정책 상속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하위 그룹이 상위 그룹에서 규칙을 상속받을 때 규칙 목록에서 규칙이 정렬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
에서 Sales 그룹은 상위 그룹입니다. Europe Sales 그룹은 Sales 그룹에서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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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규칙 관리

상위 그룹에서 상속된 방화벽 규칙 추가

상위 그룹에서 상속된 방화벽 규칙 추가

상위 그룹에서 규칙을 상속하는 방법으로 방화벽 정책에 방화벽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위 그룹에서 규칙을 상속하
려면 하위 그룹의 정책이 비공유 정책이어야 합니다.

NOTE

그룹이 상위 그룹의 모든 정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위 그룹에서 상속된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3. 규칙 탭에서 상위 그룹에서 방화벽 규칙 상속을 선택하십시오.

상속된 규칙을 제거하려면 상위 그룹에서 방화벽 규칙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정책 편집

상속된 방화벽 규칙

방화벽 규칙 관리

방화벽 규칙 순서 변경
방화벽은 방화벽 규칙 목록을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순서를 변경하여 방화벽이 방화벽 규칙을 처리하는 방식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위치 전환을 사용하는 경우 방화벽 규칙 순서를 변경하면 변경 사항이 현재
위치의 순서에만 적용됩니다.

NOTE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위해 가장 제한적인 규칙을 먼저, 가장 덜 제한적인 규칙을 마지막에 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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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규칙, 방화벽 설정 및 침입 차단 처리 순서

방화벽 규칙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규칙을 누른 다음 이동할 규칙을 선택하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이 규칙을 이전 규칙보다 먼저 처리하려면 위로 이동을 누르십시오.
• 아래에 있는 규칙보다 현재 규칙을 나중에 처리하려면 아래로 이동을 누르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5. 클라이언트의 사이드바에서 상태를 누르십시오.

6.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옆에 있는 옵션 > 방화벽 규칙 구성을 누르십시오.

7. 방화벽 규칙 구성 대화 상자에서 이동하려는 규칙을 선택하십시오.

8.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방화벽이 이 규칙을 위에 있는 규칙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하려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 방화벽이 이 규칙을 아래 규칙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려면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9. 규칙 이동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관리

방화벽이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하는 방법
방화벽 보호 기능은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하여 현재 연결을 추적합니다. 상태 기록 점검은 원본 및 대상 IP 주소, 포트, 응
용 프로그램 및 다른 연결 정보를 추적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방화벽 규칙을 검사하기 전에 연결 정보를 바탕으로 트래픽 흐
름 결정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규칙이 시스템이 웹 서버에 연결되도록 허용하면 방화벽이 연결 정보를 기록합니다. 서버가 응답하면 방
화벽은 웹 서버가 시스템에 응답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웹 서버 트래픽이 규칙 기반 검사 없이 처음 시작한 시
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합니다. 규칙은 방화벽이 연결을 기록하기 전에 초기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해야 합니다.

상태 기록 점검을 사용하면 새 규칙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방향으로 시작되는 트래픽의 경우 양방향 트래픽을 허
용하는 규칙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향에서 시작되는 클라이언트 트래픽으로는 Telnet(포트 23), HTTP(포트 80),
HTTPS(포트 443)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이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시작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해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상태 기록 점검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응답하는 반환 트래픽을 자동으
로 허용합니다. 방화벽은 본래 상태 기록형이므로 특정 패킷의 특성이 아닌 연결을 시작하는 규칙만 생성해야 합니다. 허용
된 연결에 속하는 모든 패킷은 동일한 연결의 필수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태 기록 점검은 TCP 트래픽의 방향을 지정하는 모든 규칙을 지원합니다.

상태 기록 검사는 ICMP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규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CMP 트래픽의 경우 양방향 트래픽을 허용하는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ing 명령을 사용하여 응답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ICMP 트래픽을 양방향으로 허용
하는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연결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상태 테이블이 정기적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정책 업데이트가 처리되는 경
우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비스가 재시작되는 경우에 지워집니다.

방화벽 규칙 응용 프로그램 트리거
응용 프로그램이 트래픽 허용 규칙에 정의된 유일한 트리거인 경우 방화벽은 응용 프로그램이 모든 네트워크 작업을 수행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중요한 값이며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네트워크 작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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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Internet Explorer를 허용하고 다른 모든 트리거를 정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HTTP, HTTPS, FTP, Gopher 및 웹 브라
우저가 지원하는 다른 모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원격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허용되는 특정 네트워크 프
로토콜 및 호스트를 나타내는 추가 트리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응용 프로그램 기반 규칙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용이하지 않습니
다. 예를 들어 방화벽이 FTP 차단 규칙보다 Internet Explorer 허용 규칙을 먼저 처리하면 사용자가 FTP와 계속 통신할 수
있어 브라우저에 FTP 기반 URL(예: ftp://ftp.symantec.com)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rnet Explorer를 허용하고 다른 모든 트리거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시스템 사용자는 HTTP,
HTTPS, FTP, Gopher 및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다른 모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원격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
신이 허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호스트를 나타내는 추가 트리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규칙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레벨의 트래픽을 제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 이외
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Internet Explorer의 사용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규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웹
브라우저가 생성한 트래픽은 Internet Explorer 규칙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규칙과 비교될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기반 규칙
은 트래픽을 주고 받는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도록 구성할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정의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차단 통지

방화벽 규칙 관리

공격받고 있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 차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정의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방화벽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합니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
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정의하려면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3.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변경하려는 규칙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
십시오.

4. 응용 프로그램 목록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5. 응용 프로그램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하십시오.

• 파일 이름(파일 경로를 포함할 수 있음)
• 파일 설명
이 필드는 표시 용도로만 사용되며, 일치 조건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파일 크기(바이트)
• 응용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날짜
• 파일 핑거프린트

 249



 

NOTE

파일 크기, 마지막 수정 날짜 또는 파일 핑거프린트를 기준으로 방화벽 규칙을 정의하려면 네트워크 응용 프로
그램 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실행 중지된 경우 규칙 처리 시 파일
이름을 제외한 모든 필드가 무시됩니다.

6. 확인을 눌러 응용 프로그램 조건을 추가하십시오.

7. 확인을 눌러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저장하십시오.

8.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려면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9. 규칙 탭에서 규칙을 선택하고 응용 프로그램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10.응용 프로그램 목록 대화 상자에서 추가 대상 위치를 누르십시오.

11.응용 프로그램 검색 대화 상자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십시오.

12.조회 결과 테이블에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추가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3.닫기를 누르십시오.

14.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관리

정책 편집

방화벽 규칙 응용 프로그램 트리거

공격받고 있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 차단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보안 로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을 추적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컨텐츠가 너무 자
주 수정되는 경우 트로이 목마가 응용 프로그램을 공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정되는 경우에는 패치가 설치되어 있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안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용 프
로그램을 허용 또는 차단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 및 모니터링하도록 구
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은 트래픽을 송수신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 컨텐츠의 변경 여부를
탐지합니다.

트로이 목마가 응용 프로그램을 공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해
당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 또는 차단할지를 사용자에
게 묻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컨텐츠가 변경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트로이 목마가 응용 프로그램을 공격한 경우
• 응용 프로그램이 새 버전 또는 업데이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경우

클라이언트를 목록에 추가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모니터링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공격으로부터 안전
하다고 생각되며 패치가 자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 또는 차단할지를 묻는 통지의 횟수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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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그룹을 선택한 다음 정책을 누르십시오.

3. 정책 탭의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에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누르십시오.

4. group name에 대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대화 상자에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행을 누르십
시오.

5. 응용 프로그램 변경이 탐지된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방화벽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수행
할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십시오.

질의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 또는 차단할지를 묻습니다.
트래픽 차단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차단합니다.
허용 및 기록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허용하고 해당 정보를 보안 로그에 기록합니다.

방화벽은 수정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6. 질의를 선택했다면 추가 텍스트를 누르십시오.

7. 추가 텍스트 대화 상자에서 표준 메시지 아래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에서 제외하려면 모니터링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
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수동으
로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
이 하십시오.

추가를 누르고 필드를 한 개 이상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
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추가 대상 위치를 누르십시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모두를 모
니터링합니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만 선택해야 합니다. 모
니터링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한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 실행 중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
니다.

9. 실행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실행 중지하려면 선택 해제하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관리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차단 통지

방화벽 규칙 응용 프로그램 트리거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차단 통지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되었다는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사용자의 시스템에 표시됩니
다.

NOTE

너무 많은 통지를 실행하면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지를 실행할 때는 주의하십시
오.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차단을 통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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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3. 통지 탭에서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시스템에서 통지 표시를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 정의 메시
지를 추가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관리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통지 구성

관리자 통지 설정

방화벽 규칙 호스트 트리거
호스트 트리거를 정의할 때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의 양 끝에 호스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간의 관계는 네트워크 연결의 원본 또는 대상으로 표현됩니다.

호스트 관계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본 및 대상 원본 호스트 및 대상 호스트는 트래픽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원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원격 시스템이 원본이 되기도 합니다.
원본 및 대상 관계는 주로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에서 사용됩니다.

로컬 및 원격 로컬 호스트는 항상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며, 원격 호스트는 항상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원격 시스템입니
다. 이러한 호스트 관계 식은 트래픽 방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로컬 및 원격 관계는 주로 호스트 기반 방화벽에서 사용되며 간단하게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본 호스트와 대상 호스트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본 호스트와 대상 호스트 간의 관계 그림에서는 트래픽 방향과 관련한 원본 관계 및 대상 관계를 보여 줍니다.

로컬 호스트와 원격 호스트 간의 관계에서는 트래픽 방향과 관련한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 관계를 보여 줍니다.

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구문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의 한쪽에 정의하는 호스트(원본과 대상 간) OR 구문
선택한 호스트 AND 구문

예를 들어 하나의 로컬 호스트와 여러 개의 원격 호스트를 정의하는 규칙의 경우 방화벽이 패킷을 검사할 때 로컬 호스트가
관련 IP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의 반대쪽은 어떤 원격 호스트에 일치하든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호
스트와 Yahoo.com 또는 Google.com 간의 HTTP 통신을 허용하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일 규칙은 2개의 규칙
과 동일합니다.

호스트 그룹 추가

특정 서버의 송수신 트래픽 차단

방화벽 규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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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그룹 추가

호스트 그룹은 하나의 이름으로 그룹화된 DNS 도메인 이름, DNS 호스트 이름, IP 주소, IP 범위, MAC 주소 또는 서브넷의
모음입니다. 호스트 그룹의 용도는 호스트 주소와 이름을 재입력하는 수고를 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규칙에 한 번
에 하나씩 여러 개의 IP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호스트 그룹에 여러 개의 IP 주소를 추가한 다음 방화벽 규칙에 해
당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그룹을 통합할 때는 해당 그룹을 사용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호스트 그룹을 나중에 삭제하려면 먼저 호스트 그
룹을 참조하는 모든 방화벽 규칙에서 해당 그룹을 제거해야 합니다.

호스트 그룹을 추가하면 호스트 목록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방화벽 규칙의 호스트 필드에서 호스트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호스트 그룹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구성 요소를 확장한 다음 호스트 그룹을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호스트 그룹 추가를 누르십시오.

4. 호스트 그룹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입력한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5. 호스트 대화 상자의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호스트를 선택하십시오.

6. 각 호스트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필요 시 호스트를 더 추가하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호스트 트리거

위치를 기반으로 DNS 조회 정의

특정 위치에서 다음의 DNS 조회를 수행하는 빈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보다
더 자주 DNS 서버를 조회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N 트래픽을 제외하고 회사 네트워크 외부의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장 중이고, 호텔 네트워크에서 VPN을 통해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NS
확인을 사용하는 VPN 연결에 대한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이 위치로 전환될 때
까지 5초마다 DNS 조회를 보냅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보다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이 설정 값을 매우 낮게 구성하는 경우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모든 시스템이 5초마다 서버에 액세스할 경우
DNS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를 기반으로 DNS 조회를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기능이 적용되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위치 관리를 누르십시오.

4. DNS 조회 루프 위치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시간 설정 및 증분을 누르고 원하는 대로 수정하십시오.

값은 초, 분 또는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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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관리

방화벽 규칙 호스트 트리거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서비스 트리거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파일을 공유하고 인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통과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 또는 포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HTTP
서비스는 TCP 프로토콜에서 포트 80 및 443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허용 또는 차단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트리거는 지정된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해 중요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하나 이상 식별합
니다.

TCP 기반 또는 UDP 기반 서비스 트리거를 정의할 때는 설명된 네트워크 연결의 양쪽 모두에서 포트를 확인합니다. 일반적
으로 포트는 네트워크 연결의 원본 또는 대상으로 불립니다.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에 네트워크 서비스 추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의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도록 허용

방화벽 규칙 관리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에 네트워크 서비스 추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파일을 공유하고 인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허용 또는 차단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단 또는 허용하기 위해 생성하는 방화벽 규칙에 대한 프로토콜 및
포트를 재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기본 목록
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목록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네트
워크 서비스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유형 및 포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NOTE

IPv4와 IPv6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Windows Vista를 실행 중인 시스템
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규칙 목록에 이더넷 프로토콜 유형 IPv6을 차단하는 여러 기본 규칙이 포함됩니다. 기
본 규칙을 제거할 경우에는 IPv6을 차단하는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NOTE

방화벽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본 목록에
추가되지 않으므로 다른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구성 요소를 확장한 다음 네트워크 서비스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추가를 누르십시오.

4. 네트워크 서비스 대화 상자에서 서비스 이름을 입력한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5. 프로토콜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로토콜을 선택하십시오.

옵션은 선택한 프로토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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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필드에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7. 필요 시 프로토콜을 하나 이상 추가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관리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서비스 트리거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이 메시지, 파일 및 인쇄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어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의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도록 허용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어댑터 트리거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과(전송 또는 소신)하는 트래픽을 차단 또는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어댑터 유형을 정의할 때는 해당 어댑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려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규칙에서 이더넷 어댑터의 아
웃바운드 HTTP 트래픽을 허용하면 설치된 동일 유형의 모든 어댑터를 통한 HTTP가 허용됩니다. 로컬 호스트 주소를 지정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여러 대의 NIC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네트워크 세그먼
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어댑터와 관련된 트래픽을 제어하려면 어댑터 자체가 아닌 각 세그먼트의 주소 방식을 사용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목록을 사용하면 방화벽 규칙에 어댑터 유형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때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어댑터의 기본 목록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목록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방화벽 정책 및 규칙을 통해 공유되는 기본 목록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구성 요소 목록의 기본
목록에 가장 일반적인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방화벽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어댑터는 기본 목록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방화벽 규칙 관리

네트워크 어댑터 목록에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 추가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과하는 트래픽 제어

네트워크 어댑터 목록에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 추가

네트워크 어댑터마다 별도의 방화벽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는 VPN을 통한 트래픽을 차단하지
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화벽 정책 및 규칙을 통해 공유되는 기본 목록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구성 요소 목록의 기본
목록에 가장 일반적인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성하는 규칙마다 네트워크 어댑터를 개별적으로 재입력하지 않도록
기본 목록을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 어댑터 목록을 사용하면 방화벽 규칙에 대한 어댑터를 재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기본 목록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목록에 네
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방화벽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어댑터는 기본 목록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목록에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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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정책 > 정책 구성 요소 > 네트워크 어댑터를 차례로 누르십시오.

2. 태스크에서 네트워크 어댑터 추가를 누르십시오.

3. 네트워크 어댑터 대화 상자의 어댑터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어댑터를 선택하십시오.

4. 어댑터 이름 필드에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선택 사항).

5. 어댑터 ID 입력란에서 어댑터의 제품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대소문자 구분).

어댑터의 제품 이름을 확인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명령줄을 연 후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ipconfig/all

6.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관리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어댑터 트리거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과하는 트래픽 제어

방화벽 규칙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방화벽 규칙 및 설정은 다른 방화벽 정책에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으므로 다시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정책에서 다른 정책으로 규칙 세트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칙을 가져오려면 먼저 규칙을 .dat 파일로 내보낸 후 이
파일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규칙은 청색 줄 범위 내에서 상위 정책에 나열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추가됩니다. 이때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방화벽 규칙을 내보내려면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3. 규칙 목록에서 내보내려는 규칙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4. 정책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dat 파일로 저장할 디렉터리를 찾아보고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내보내기를 누르십시
오.

5. 방화벽 규칙을 가져오려면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6.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7. 규칙 목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8. 정책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방화벽 규칙이 들어 있는 .dat 파일을 찾은 다음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9. 입력 대화 상자에서 정책의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 방화벽 설정 및 침입 차단 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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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방화벽 규칙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규칙을 다시 생성하지 않고 다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 규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공유하
려면 다른 시스템에서 규칙을 내보낸 후 자신의 시스템에 가져옵니다. 규칙을 가져오면 방화벽 규칙 목록의 맨 아래에 추가
됩니다. 가져온 규칙은 기존 규칙과 동일하더라도 기존 규칙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내보낸 규칙과 가져온 규칙은 .sar 파일로 저장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방화벽 규칙을 내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의 사이드바에서 상태를 누르십시오.
2.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옆에 있는 옵션 > 방화벽 규칙 구성을 누르십시오.
3. 방화벽 규칙 구성 대화 상자에서 내보낼 규칙을 선택하십시오.
4. 규칙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선택한 규칙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5.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방화벽 규칙을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의 사이드바에서 상태를 누르십시오.

2.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옆에 있는 옵션 > 방화벽 규칙 구성을 누르십시오.

3. 방화벽 규칙 구성 대화 상자에서 방화벽 규칙 목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규칙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4.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오려는 규칙이 포함된 .sar 형식의 파일을 찾으십시오.

5. 열기를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새 방화벽 정책을 생성하면 정책에 여러 개의 기본 규칙이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규칙 구성 요소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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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규칙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작업 매개 변수는 규칙에 일치할 경우 방화벽이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규칙에 부합하며 또한 전송된 패킷에 대한 응
답으로 규칙이 선택되면 방화벽이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방화벽은 패킷을 허용 또는 차단하고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방화벽이 트래픽을 허용하면 규칙에 지정된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 트래픽을
차단하면 규칙에 지정된 트래픽이 차단되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
방화벽이 네트워크 연결을 허용합니다.

• 차단
방화벽이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합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 방화벽은 패킷을 모니터링하지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Note:  이 참고 사항은 14.2부터에만 적용됩니다.

트리거 방화벽이 규칙을 평가할 때 모든 항목이 일치하여 모든 트리거가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패킷과 관련된 트리거가
하나라도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방화벽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트리거 정의를 조합하여 특정 대상 주소와 관련
하여 특정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등 좀 더 복잡한 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트래픽 허용 규칙에 정의된 유일한 트리거인 경우 방화벽은 응용 프로그램이 모든 네트워크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중요한 값이며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네트워크 작업은 아닙니
다. 통신이 허용되는 특정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호스트를 나타내는 추가 트리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 응용 프로그램 트리거

• 호스트
호스트 트리거를 정의할 때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의 양 끝에 호스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간의 관계는 네트워크 연결의 원본 또는 대상으로 표현됩니다.
방화벽 규칙 호스트 트리거

•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트리거는 지정된 트래픽과 관련해 중요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하나 이상 식별합니다.
로컬 호스트 시스템에는 항상 로컬 포트가 있으며 원격 시스템에는 항상 원격 포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 관계 식
은 트래픽의 방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서비스 트리거

•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어댑터 트리거를 정의하면 지정된 어댑터 유형을 사용하여 전송 또는 수신된 트래픽에만 규칙이 적용됩니
다. 모든 어댑터 또는 현재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연결된 어댑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어댑터 트리거

조건 역할 조건은 규칙 예약 및 화면 보호기 상태로 구성됩니다.
상태 매개 변수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상태 매개 변수는 규칙의 활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약을 정
의하거나 화면 보호기 상태를 식별하여 규칙의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 매개 변수는 선택
사항이며 정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화벽은 비활성 규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통지 로그 설정을 사용하면 트래픽 이벤트가 이 규칙에 설정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서버에서 로그 항목을 생성할지 아니면 이
메일 메시지를 전송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도 설정은 규칙 위반의 심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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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 있는 실행됨 필드에서 규칙을 실행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고 규칙을 실행 중지하려면 확인란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사용자가 실행한 규칙만 처리합니다. 모든 규칙이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4. 이름 필드를 두 번 누르고 방화벽 규칙의 고유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5. 작업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규칙이 트리거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6. 응용 프로그램 필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정의

7. 호스트 필드에서 호스트 트리거를 지정하십시오.

특정 서버의 송수신 트래픽 차단

8. 호스트 트리거를 지정하는 것 외에도 로컬 서브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트래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서브넷에 특정 트래픽만 허용

9. 서비스 필드에 네트워크 서비스 트리거를 지정하십시오.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이 메시지, 파일 및 인쇄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어

10.로그 필드에 이 방화벽 규칙이 위반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언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할지 지정하
십시오.

방화벽 규칙 위반에 대한 통지 설정

11.심각도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규칙 위반의 심각도 수준을 선택하십시오.

12.어댑터 열에 규칙의 어댑터 트리거를 지정하십시오.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과하는 트래픽 제어

13.시간 열에 규칙이 활성화되는 시간을 지정하십시오.

14.화면 보호기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규칙이 활성화되기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화면 보호기 상태를
지정하십시오.

생성된 위치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 공유된 경우 공유라는 용어가 표시됩니다. 정책이 공유되지 않은 경우
필드에 비공유 정책이 할당된 그룹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15.설명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편집을 누른 다음 선택적으로 규칙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
시오.

16.규칙 구성을 완료했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관리

특정 서버의 송수신 트래픽 차단

특정 서버의 송수신 트래픽을 차단하려면 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이 아닌 IP 주소를 기준으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호스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버의 송수신 트래픽을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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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3.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편집할 규칙을 선택하고 호스트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호스트 목록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원본/대상을 누르십시오.
• 로컬/원격을 누르십시오.

5.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호스트
유형을 선택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모두 수행하십시오.
• 원본 및 대상 또는 로컬 및 원격 테이블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 호스트 대화 상자의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호스트 유형을 선택하고 각 호스트 유형에 적절한 정
보를 입력하십시오.

• 확인을 누르십시오.
생성한 호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호스트 그룹을 선택하려면 다음
과 같이 하십시오.

호스트 목록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원본/대상을 누르십시오.
• 로컬/원격을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호스트 목록 대화 상자에서 규칙에 추가하려는 호스트 그룹의 실행 열에 있는 확인란을 선
택하십시오.

6. 필요 시 호스트를 더 추가하십시오.

7. 규칙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호스트 그룹 추가

로컬 서브넷에 특정 트래픽만 허용

로컬 서브넷에 특정 트래픽만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화벽 규칙은 항상 로컬 서브넷 IP 주소에
적용됩니다(주소와 관계없음). 따라서 로컬 서브넷 IP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새 주소에 대해 이 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
니다.

예를 들어 이 규칙을 생성하여 로컬 서브넷 IP 주소에 관계없이 로컬 서브넷에서만 포트 80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할 수 있
습니다.

로컬 서브넷에 특정 트래픽만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3. 규칙 탭의 방화벽 규칙 테이블에서 편집할 규칙을 찾으십시오.

4. 로컬 서브넷 트래픽 조건을 생성하려는 규칙의 호스트 열을 두 번 누르십시오.

5. 이 규칙이 적용되는 호스트 유형(로컬 또는 원격) 아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6. 주소 유형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Windows: 로컬 서브넷
• Mac: 서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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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누른 다음 다시 확인을 눌러 호스트 목록 대화 상자를 닫으십시오.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이 메시지, 파일 및 인쇄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어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이 메시지, 공유된 파일 및 인쇄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트
워크 서비스를 허용 또는 차단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본 목록에 추가되지
않으므로 다른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이 메시지, 파일 및 인쇄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3.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편집할 규칙을 선택하고 서비스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서비스 목록 대화 상자에서 규칙을 트리거하려는 각 서비스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5. 선택된 규칙에만 서비스를 더 추가하려면 추가를 누르십시오.

6. 프로토콜 대화 상자의 프로토콜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로토콜을 선택하십시오.

7. 해당 필드를 채우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서비스 트리거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에 네트워크 서비스 추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의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도록 허용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공유하거나 로컬 네트워크에서 공유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도록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
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실행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여 네트워크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은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고 공
유하기 위해 포트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화벽 규칙을 하나 생성합
니다. 클라이언트가 다른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방화벽 규칙을 생성합니다.

설정은 클라이언트에 지정한 제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클라이언트 제어 또는 복합 제어 Windows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에서 구성하여 이러한 설정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방화벽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복합 제어 이러한 트래픽 유형을 지정하는 서버 방화벽 규칙이 Windows의 이러한 설정보다 우선할 수 있
습니다.
Mac에서 모든 방화벽 규칙은 서버 방화벽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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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제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러한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옵션 1: Windows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서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
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3.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편집할 규칙을 선택하고 서비스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서비스 목록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5. 프로토콜 대화 상자의 프로토콜 드롭다운 목록에서 TCP를 누른 다음 로컬/원격을 누르십시오.

6.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의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원격 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88, 135, 139, 445를 입력하십시오.

다른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의 파일
을 검색하도록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로컬 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88, 135, 139, 445를 입력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서비스 목록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9. 프로토콜 대화 상자의 프로토콜 드롭다운 목록에서 UDP를 누르십시오.

10.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의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로컬 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137, 138을 입력하십시오.
원격 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88을 입력하십시오.

다른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의 파일
을 검색하도록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로컬 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88, 137, 138을 입력하십시오.

11.확인을 누르십시오.

12.서비스 목록 대화 상자에서 두 서비스가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3.규칙 탭에서 작업 필드가 허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4.정책 구성을 완료했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15.옵션 2: Mac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서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NOTE

Mac 방화벽은 버전 14.2부터 제공됩니다.

16.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7.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편집할 규칙을 선택하고 서비스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18.서비스 목록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19.프로토콜 대화 상자의 프로토콜 드롭다운 목록에서 TCP를 누른 다음 로컬/원격을 누르십시오.

20.다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의 파일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면 로컬 포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139와 445를 입력하십
시오.

Mac에서 네트워크를 찾는 발신 요청이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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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확인을 누르십시오.

22.서비스 목록 대화 상자에서 새 서비스가 실행되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23.규칙 탭에서 작업 필드가 허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4.정책 구성을 완료했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Mac에서 프린터 검색은 Bonjour 서비스를 통해 수행되며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Bonjour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정의 규칙은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 위반에 대한 통지 설정

방화벽이 규칙 위반, 공격 또는 이벤트를 탐지할 때마다 관리자에게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IP 주소로부터 나오는 트래픽을 차단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 위반에 대한 통지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Mac 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3. 규칙 탭에서 규칙을 선택하고 로그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다음 태스크를 하나 이상 수행하십시오.

방화벽 규칙이 트리거될
때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

이메일 알림 전송을 선택하십시오.

방화벽 규칙이 트리거될
때 로그 이벤트를 생성하
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
오.

Windows 규칙의 경우 트래픽 로그에 쓰기와 패킷 로그에 쓰기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Mac 규칙의 경우 트래픽 로그에 쓰기를 선택하십시오.

4. 이 정책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5. 보안 알림을 구성하십시오.

6. 메일 서버를 구성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관리자 통지 설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과하는 트래픽 제어

네트워크 어댑터 트리거를 정의하는 경우 규칙은 지정된 네트워크가 송수신하는 트래픽에만 적용됩니다.

방화벽 규칙에서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댑터는 공유 목록에 추가되지 않으므로 다
른 규칙을 통해 사용자 정의 어댑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과하는 트래픽을 제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263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에서 규칙을 누르십시오.

3. 규칙 탭의 규칙 목록에서 편집할 규칙을 선택하고 어댑터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추가 어댑터를 누르
십시오.

4. 네트워크 어댑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모든 어댑터에 대해 규칙을 트리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나
열되지 않은 경우 포함).

모든 어댑터에 규칙 적용을 누르고 7단계로 이동하십시오.

선택한 어댑터에 대해 규칙을 트리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 어댑터에 규칙 적용을 누르십시오.
규칙을 트리거하려는 각 어댑터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5. 선택한 규칙에만 사용자 정의 어댑터를 추가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추가를 누르십시오.
• 네트워크 어댑터 대화 상자에서 어댑터 유형을 선택하고 어댑터 ID 입력란에 어댑터의 제품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사용자 정의

방화벽 규칙 네트워크 어댑터 트리거

복합 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정 구성
구성 가능한 방화벽 설정에 대한 제어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거나 모두 부여하거나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클라이
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c 방화벽의 경우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과 관계없이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옵션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버 제어 Windows의 경우 사용자가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거나 방화벽 설정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Mac의 경우 사용자가 방화벽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제어 Windows의 경우 사용자가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고 모든 방화벽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c의 경우 사용자가 방화벽을 실행하고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합 제어 Windows의 경우 사용자가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방화벽 설정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Mac의 경우 사용자가 방화벽을 실행하고 실행 중지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를 관리자가 결정합니다.

NOTE

방화벽은 버전 14.2부터 Mac 클라이언트에만 제공됩니다.

복합 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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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제어 수준을 수정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 탭의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 있는 위치에서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의 오른쪽에서 태스크 > 설정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제어 모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 복합 제어를 누른 다음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시오.

6.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의 방화벽 정책 카테고리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서버를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서버로 설정하는 각 방화벽 설정에 대해 방화벽 정책의 설정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방화벽 보호 관리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 실행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 실행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 간의 통신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옵션을 실행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명확하게 허용하는 규칙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NetBIOS 및 토큰 링을 통해 통신하는 트래픽을 탐지 및 차단하는 트래픽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DHCP, DNS 및 WINS 트래픽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아웃바운드 요청 및 인바운드 응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는 DHCP, DNS 또는 WINS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으
로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
청을 전송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인바운드 응답을 허용하기 위해 5초 동안 대기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
청을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각 필터는 패킷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실행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요청이 발생하면 패킷을 허용하며 패킷을 차단하지 않습
니다. 패킷을 차단하려면 방화벽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NOTE

복합 제어 상태에서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합 제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이 설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에서 내장 규칙을 누르십시오.

14.2 이전 버전의 경우 이들 설정은 Windows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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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하려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위치에 정책을 할당하십시오.

방화벽 정책 생성

정책 편집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공격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결 자동으로 차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공격을 탐지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자동으로 연결
을 차단합니다. 또한 지정된 기간 동안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통신을 자동 차단하는 활성 응답을 활성화합니다. 시스템을
공격하는 IP 주소는 단일 위치에서만 차단됩니다.

공격자의 IP 주소는 보안 로그에 기록됩니다. 특정 IP 주소를 취소하거나 모든 활성 응답을 취소하여 공격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복합 제어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설정을 실행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
합 제어가 실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합 제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IPS 시그니처, 업데이트된 서비스 거부 시그니처, 포트 검사 및 MAC 위장 접근도 활성 응답을 트리거합니다.

공격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자동으로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왼쪽 창의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Windows 설정에서 보호 및 숨김을 누르십시오.
• Mac 설정에서 보호를 누르십시오.

Mac 설정은 버전 14.2부터만 제공됩니다.

3. 보호 설정 아래에서 공격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차단을 선택하십시오.

4. IP 주소를 차단할 기간(초) 입력란에 잠재적인 공격자를 차단할 시간(초)을 지정하십시오.

값은 1에서 999,999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정책 생성

복합 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정 구성

정책 편집

잠재적인 공격 및 위장 접근 시도 탐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탐지 및 기록하고 위장 접근 시도를 차단하도록 다양
한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266



 

실행할 수 있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 검사 탐지 실행 이 설정이 실행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보안 규칙이 차단하는 모든 수신
패킷을 모니터링합니다. 하나의 규칙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포트의 다양한 패킷을 차단하
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보안 로그 항목을 생성합니다.
포트 검사 탐지는 패킷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포트 검사가 수행될 때 트래픽을 차단하려면
보안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거부 탐지 실행 서비스 거부 탐지는 침입 탐지의 한 유형입니다. 이 기능이 실행되면 클라이언트는 알려진
시그니처의 패턴을 탐지할 경우 포트 번호나 인터넷 프로토콜 유형에 관계없이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MAC 위장 접근 방지 실행 이 설정을 실행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특정 호스트에 요청된 다음 수신
및 송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 ARP(주소 분석 프로토콜)(IPv4)
• NDP(인접 라우터 검색 프로토콜)(IPv6)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예상치 못한 그 외의 모든 트래픽은 차단되며 보안 로그에 항목이 생성됩니다.

NOTE

이러한 설정을 복합 제어로 구성하려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합 제어 구성 대화 상자에서 해당 설정
을 실행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공격 및 위장 접근 시도를 탐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Windows 설정에서 보호 및 숨김을 누르십시오.
• Mac 설정에서 보호를 누르십시오.

Mac 설정은 버전 14.2부터만 제공됩니다.

3. 보호 설정에서 실행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위치에 정책을 할당하십시오.

방화벽 정책 생성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정책 편집

시스템에서 외부의 숨김 공격 차단
외부 공격에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
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NOTE

이러한 설정을 복합 제어로 구성하려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합 제어 구성 대화 상자에서 해당 설정
을 실행해야 합니다.

NOTE

이러한 숨김 설정은 Mac 방화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화벽은 14.2부터 Mac 클라이언트에 포함됩니다.

시스템에서 외부의 숨김 공격을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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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보호 및 숨김을 누르십시오.

3. 숨김 설정에서 실행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위치에 정책을 할당하십시오.

방화벽 정책 생성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정책 편집

Windows 방화벽 실행 중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Windows 방화벽 설정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의 상태로 복원합니
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제거한 경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이 실행 중지된 경우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기존의 Windows 방화벽 정책 규칙 또는 제외 항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Windows 사용자는 시스템이 재시작될 때 Windows 방화벽이 실행 중지되어 있으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Windows 방화벽이 실행 중지되어 있을 때 사용자에게 경보를 표시하지 않도록 기본
적으로 이 통지를 실행 중지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경우 통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방화벽을 누르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새 방화벽 정책을 생성하십시오.
• 방화벽 정책 목록에서 수정할 방화벽 정책을 두 번 누르십시오.

4. 방화벽 정책에서 Windows 통합을 누르십시오.

5. Windows 방화벽 실행 중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할 시기를 지정하십시오.

기본 설정은 한 번만 실행 중지입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Windows 통합

6. Windows 방화벽 실행 중지 메시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스템 시작 시 방화벽이 실행 중지되었음을 알리는 Windows
메시지를 실행 중지할지 여부를 지정하십시오.

기본 설정은 실행 중지입니다. 시스템 시작 시 사용자에게 Windows 방화벽이 실행 중지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
습니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방화벽 정책 생성

보안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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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차단 관리
기본 침입 차단 설정은 여러 가지 위협 요소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실행하는 경우 침입 방지가 서버 리소스 또는 응답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Best practices for Endpoint Protection on Windows Servers(영문)

NOTE

Linux 클라이언트에서는 침입 차단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Table 80: 침입 차단 관리

태스크 설명

침입 차단에 대해 알아보기 침입 차단에서 네트워크 및 브라우저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침입 차단 작동 방법
시만텍 IPS 시그니처

침입 차단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침입 차단을 실행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침입 차단
• 브라우저 침입 차단(Windows 시스템만 해당)
또한 브라우저 침입 차단 기능에서 탐지만 기록하고 차단은 수행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이 구성은 클라이언트의 보안 프로필 수준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차단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만 로그 전용 모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차단하는 시그니처를 식별 및 제외하기 위해 공격 로그를 검토한 후에는
로그 전용 모드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네트워크 침입 차단 또는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실행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성
또한 그룹 또는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 두 유형의 침입
차단과 방화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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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예외를 생성하여 시만텍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시그니처의 기본 동작 변
경

예외를 생성하여 기본 시만텍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시그니처의 기본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
떤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차단하고, 다른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Note: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시그니처의 동작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부 네트워크 시그니처의 기본 동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리소스 소비량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을 차단하는 시그니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시그니처를 차
단 대상에서 제외하기 전에 위협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만텍이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일부 네트워크 시그니처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네트워크 작업이 공격 시그니처와 일치하는 것으로 탐지되는 경우 예외를
생성하여 오탐지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 시만텍이 허용하는 일부 시그니처를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만텍에는 Peer-to-Peer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시그니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
으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대신 트래픽을 차단하는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트래픽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감사 시그니처 사용(Windows만 해당)
감사 시그니처에는 인스턴트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의 트래픽과 같은 특정 트래픽 유형에 대한
기록 안 함 기본 작업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로그를 보고 이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트래픽 기록의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트래픽 차단의 예외를 사용하고, 트래
픽을 차단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거나 트래픽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래픽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규칙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성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Peer-to-Peer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
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자 정의 규칙 추가
Peer-to-Peer 트래픽을 주고 받는 포트를 차단하려면 방화벽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방화벽 정책 생성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무시하는 예외 생성
(Windows만 해당).

Windows 시스템에서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브라우저 침입 차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침입 차단이 네트워크의 브라우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무시
할 수 있습니다.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성

특정 시스템을 네트워크 침입 차단
검사에서 제외

특정 시스템을 네트워크 침입 차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일부
시스템은 테스트 용도로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이러한 시
스템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무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제외하면 방화벽이 제공하는 서비스 거부 차단 및 포트 검사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
다.
제외된 시스템 목록 설정

침입 차단 통지 구성 기본적으로 침입 차단이 발생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통지 메시지는 사용
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통지 구성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생
성(Windows만 해당)

특정 위협 요소를 식별하는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시
그니처를 작성하면 시그니처가 오탐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사용하려면 방화벽이 설치되고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침입 차단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침입 차단이 실행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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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차단 작동 방법
침입 차단 및 방화벽은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의 일부입니다. 버전 14부터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
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에 포함됩니다.

침입 차단은 네트워크 공격 및 브라우저의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침입 차단은 방화벽 다음에 있는 클라이
언트 시스템을 보호하는 두 번째 방어 계층입니다. 침입 차단은 IPS(침입 차단 시스템)라고도 합니다.

침입 차단은 네트워크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침입 차단은 지원되는 브라우저의 브라
우저 공격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침입 차단은 방화벽 다음에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하는 두 번째 방어 계층입니
다. 침입 차단은 IPS(침입 차단 시스템)라고도 합니다.

침입 차단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가로챕니다.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패킷 또는 패킷 스트림을 검사합니다. 네트워
크 공격 또는 브라우저 공격에 해당하는 패턴을 찾아 개별적으로 각 패킷을 검사합니다. 침입 차단은 운영 체제 구성 요소
및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공격을 탐지합니다.

Table 81: 침입 차단의 유형

유형 설명

네트워크 침입 차단 네트워크 침입 차단은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공격을 식별합니다. 알려진 공격의
경우 침입 차단이 시그니처와 일치하는 패킷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고유한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시그니처를 생성할 수도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직접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클라이언트에 사용자 정의 시그
니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Windows 시스템에서만 지원됩니다.
시만텍 IPS 시그니처

브라우저 침입 차단(Windows
만 해당)
브라우저 침입 차단

브라우저 침입 차단은 Internet Explorer 및 Firefox에서 공격을 모니터링합니다. 다른 모든 브라우저에서
는 브라우저 침입 차단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Firefox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플러그인이 실행 중지될 수 있지만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침입 차단 유형은 공격 시그니처와 지능형 기능을 사용하여 브라우저에서 공격을 식별합니다.
일부 브라우저 공격의 경우 침입 차단을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합니다. 클라이
언트 시스템에 통지가 표시됩니다.
브라우저 침입 차단으로 보호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최신 정보는 Supported browser versions for
browser intrusion preven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침입 차단 관리

침입 차단 구성

시만텍 IPS 시그니처
시만텍 침입 차단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설치됩니다.

침입 차단은 시만텍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개별 패킷 또는 패킷 스트림을 모니터링합니다. 패킷 스트림의 경우 침입 차단이
이전 패킷에서 패턴 목록 또는 부분 패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를 이후 패킷 검사에 적용할 수 있습
니다.

Symantec 시그니처에는 네트워크 침입 차단용 시그니처가 포함되며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LiveUpdate 컨텐츠의 일부로 다
운로드됩니다. Mac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추가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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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시스템에서는 LiveUpdate 컨텐츠에 브라우저 침입 차단용 시그니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시그
니처

네트워크 시그니처는 응용 프로그램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운영 체제를 악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을 비교합니다.
시만텍 네트워크 시그니처가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할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보안 로그에 시그니처의 탐지 항목을 기록할지 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시그
니처(Windows만 해당)

브라우저 시그니처는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과 같은 공격
패턴을 비교합니다.
브라우저 시그니처에 대한 작업 또는 로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없지만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침입 차단 기능에서 브라우저 탐지를 기록하지만 차단하지는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외해야 할 수 있는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제외 항목을 생성한 후에
로그 전용 모드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시만텍 보안 연구소 팀이 공격 시그니처를 제공합니다. 침입 차단 엔진 및 해당 시그니처 세트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클라이언트에 업데이트하는 컨텐츠의 일부입니다.

다음 Symantec 웹 사이트 페이지에서 IPS 시그니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ttack Signatures(영문)

Mac 클라이언트용 내장 IPS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Built-in signature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IPS for Mac(영문)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성

침입 차단 관리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사용자 정의 IPS 네트워크 시그니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니처는 패킷 기반 시그니처입니다.

시만텍 시그니처와 달리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단일 패킷 페이로드만 검사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시만
텍 시그니처보다 TCP/IP 스택의 공격을 먼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패킷 기반 시그니처는 단일 패킷이 규칙에 부합하는지 검사합니다. 이 규칙은 포트, 프로토콜, 원본 또는 대상 IP 주소, TCP
플래그 번호 또는 응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GET / cgi-bin/phf?
의 "phf" 문자열에 대해 수신된 정보 패킷에 CGI 프로그램 공격 표시기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패킷에 특정 패턴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트래픽 패킷이 규칙과 일치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해당 패킷을 허용 또는 차단합
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의 탐지 항목을 패킷 로그에 기록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NOTE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사용하려면 방화벽이 설치되고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Windows 시스템에서만 지원됩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네트워크 침입 차단 또는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실행
침입 차단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침입 차단 유형을 실행 중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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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침입 차단에 대해 로그 전용 모드를 실행하면 차단되는 트래픽을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기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공격 로그를 사용하면
특정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무시하기 위해 침입 차단 정책에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그만 모드를 실행 중지
하십시오.

NOTE

복합 제어 상태에서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합 제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이 설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침입 차단 또는 브라우저 침입 차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침입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정책 페이지에서 침입 차단을 누르십시오.

3. 다음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실행
또한 특정 시스템을 네트워크 침입 차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 시스템 목록 설정

• Windows용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실행

4. 확인을 누르십시오.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성

침입 차단 관리

복합 제어를 위한 방화벽 설정 구성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성
예외를 사용하여 Symantec IPS 시그니처의 동작을 변경합니다.

Windows 및 Mac 시스템의 경우 IPS가 네트워크 시그니처를 인식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보안 로그에 이벤트를 기록할지의 여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Symantec 브라우저 시그니처의 동작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시그니처와 달리 브라우저
시그니처에서는 사용자 정의 작업 및 로그 설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라우저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가 시그니처를 무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NOTE

브라우저 시그니처 예외를 추가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은 예외 목록에 시그니처를 포
함하고 자동으로 작업을 허용으로 설정하고 로그 설정을 기록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작업 또는 로그 설정을 사용
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침입 차단 관리

NOTE

생성하거나 가져온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의 동작을 변경하기 위해 해당 시그니처를 직접 편집합니다.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Windows 시스템에서만 지원됩니다.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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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침입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 또는 Mac 설정아래에서 예외를 누른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NOTE

시그니처 목록에는 관리 콘솔에서 다운로드된 최신 LiveUpdate 컨텐츠가 입력됩니다. Windows 시스템의 경
우 목록은 관리 서버가 아직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빈 상태로 나타납니다. Mac 시스템의 경우 목
록에는 최소한 Mac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설치된 내장 시그니처가 항상 포함됩니다.

3. 침입 차단 예외 추가 대화 상자에서 시그니처를 필터링하기 위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Windows만 해당) 특정 카테고리에서 시그니처를 표시하려면 카테고리 표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십시
오. 브라우저 보호를 선택한 경우 시그니처 작업 옵션은 허용 및 기록 안 함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Windows 및 Mac) 특정 심각도로 분류된 시그니처를 표시하려면 심각도 표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십
시오.

4. 시그니처를 하나 이상 선택하십시오.

모두 시그니처 동작을 동일하게 만들려면 모두 선택을 누르십시오.

5. 다음을 누르십시오.

6. 시그니처 작업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옵션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 작업을 차단 또는 허용으로 설정
• 로그를 트래픽 기록 또는 트래픽 기록 안 함으로 설정

NOTE

이러한 옵션은 네트워크 시그니처에만 적용됩니다.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위해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그니처의 동작을 원래 동작으로 되돌리려면 예외 목록의 시그니처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눌러 정책 변경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제외된 시스템 목록 설정
제외된 호스트는 네트워크 침입 차단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공격 시그니처 비교, 포트 검사 또는 서비스 거부 공격 확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시스템의 목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침입 차단 및 Peer-to-Peer 인증은 제외된 호스트 목록에 있는 호스트에서 수신하는 모든 소스 트래픽
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침입 차단 및 Peer-to-Peer 인증은 목록에 있는 호스트로 송신하는 모든 대상 트래픽도 계
속 평가합니다. 이 목록은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모두 적용되지만 트래픽의 원본에만 적용됩니다. 이 목
록은 원격 IP 주소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계약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의 네트워크 포트를 검사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부 네트워크에 테스트 용도로 설치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NOTE

또한 IPS 시그니처가 공격을 탐지하지 않은 경우 인바운드 트래픽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
목록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호스트를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제외된 시스템의 목록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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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침입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정책 페이지에서 침입 차단을 누르십시오.

3. 아직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된 호스트 실행을 선택한 다음 제외된 호스트를 누르십시오.

4. 제외된 호스트 대화 상자에서 네트워크 침입 차단에서 제외하려는 호스트 그룹 옆의 실행됨을 선택하십시오.

특정 서버의 송수신 트래픽 차단

5. 제외할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누르십시오.

6. 호스트 대화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호스트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IP 주소
• IP 범위
• 서브넷

7. 선택한 호스트 유형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제외할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누르십시오. 및 확인을 누르십시오. 단계를 반복하여 제외 시스템 목록에 장치와 시
스템을 추가하십시오.

10.제외된 호스트를 편집 또는 삭제하려면 행을 선택한 다음 편집 또는 삭제를 누르십시오.

11.확인을 누르십시오.

12.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통지 구성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침입 차단 이벤트 및 메모리 악용 완화를 탐지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이러한 통지가 실행되면 표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PS 통지의 경우 표준 메시지에 사용자 정의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통지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클라이언트에서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정책 탭의 위치별 정책 및 설정에 있는 위치에서 위치별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의 오른쪽에서 태스크를 누른 다음 설정 편집을 누르십시오.

4. 그룹 이름에 대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서버 제어 또는 복합 제어를 누르십시오.

5. 복합 제어 또는 서버 제어 옆에 있는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시오.

복합 제어를 누른 경우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에서 침입 차단 통지 표시/숨기기 옆에 있는 서버를 누르십시오. 그
런 다음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을 누르십시오.

6.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 상자 또는 탭에서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 통지 표시를 누르십시오.

7. 통지 메시지가 나타날 때 소리가 나도록 하려면 사용자에게 통지할 때 사운드 사용을 누르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침입 차단 관리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라이언트 강화

관리자 통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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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사용자 본인만의 고유한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작성하면 특정 침입을 식별하고 시그니처로 인해 오탐지를 야기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에 추가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인 시그니처가 됩니다.

WARNING

TCP, UDP 또는 ICMP 프로토콜을 잘 알고 있어야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형식의 시
그니처를 사용하면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라이브러리와 클라이언트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NOTE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사용하려면 방화벽이 설치되고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
능 선택

Table 82: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태스크 설명

시그니처 그룹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생성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포함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때 시그니처 그룹을 사용하여 더 쉽게 시그니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그
니처를 추가하려면 먼저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라이브러리에 시그니처 그룹을 하나 이상 추가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 생성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사용
자 정의 라이브러리에 추가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의 시그니처 그룹에 추가합니다.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시그니처 추가

클라이언트 그룹에 라이브러리 할
당

위치가 아닌 클라이언트 그룹에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할당합니다.
그룹에 여러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 할당

시그니처 순서 변경 침입 차단은 일치하는 첫 번째 규칙을 사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시그니처
목록에 나열된 순서대로 시그니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포트 80의 양방향 TC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 시그니처 그룹을 추가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시그니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포트 80의 모든 트래픽 차단.
• 포트 80의 모든 트래픽 허용.
모든 트래픽 차단 시그니처가 목록에 첫 번째로 나와 있으면 모든 트래픽 허용 시그니처는 실행되
지 않습니다. 모든 트래픽 허용 시그니처가 목록에 첫 번째로 나와 있으면 모든 트래픽 차단 시그니
처는 실행되지 않고 모든 HTTP 트래픽이 항상 허용됩니다.

Note: 방화벽 규칙은 침입 차단 시그니처보다 우선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순서 변경
시그니처 복사 및 붙여넣기 그룹 간 또는 라이브러리 간에는 시그니처를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변수 정의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추가할 때 시그니처에서 가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라이브러리 전체의 시그니처를 편집하는 대신 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변수 정의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테스트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테스트하여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테스트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 생성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포함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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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의 정책 페이지에 정책 아래에서 침입 차단을 누르십시오.

2.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탭을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추가를 누르십시오.

4.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대화 상자에서 라이브러리의 이름 및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NetBIOS 그룹은 샘플 시그니처 한 개가 포함된 샘플 시그니처 그룹입니다. 기존 그룹을 편집하거나 새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새 그룹을 추가하려면 시그니처 탭의 시그니처 그룹 목록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6. 침입 차단 시그니처 그룹 대화 상자에서 그룹 이름 및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룹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시그니처 그룹이 실행되면 그룹에 속한 시그니처가 모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룹을
참고용으로만 보관하고 실행하지 않으려면 이 그룹 실행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7.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추가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시그니처 추가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시그니처 추가
새 또는 기존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 생성

2. 시그니처 탭에 있는 이 그룹의 시그니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시그니처 추가 대화 상자에서 시그니처의 이름 및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4. 심각도 드롭다운 목록에서 심각도 수준을 선택하십시오.

시그니처 조건과 일치하는 이벤트는 이 심각도 수준으로 기록됩니다.

5. 방향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그니처를 확인할 트래픽 방향을 지정하십시오.

6. 컨텐츠 필드에서 시그니처 구문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몇 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시그니처는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HTTP rule tcp, dest=(80,443), saddr=$LOCALHOST, 

msg="MP3 GET in HTTP detected", 

regexpcontent="[Gg][Ee][Tt] .*[Mm][Pp]3 .*"

FTP rule tcp, dest=(21), tcp_flag&ack, saddr=$LOCALHOST, 

msg="MP3 GET in FTP detected", 

regexpcontent="[Rr][Ee][Tt][Rr] .*[Mm][Pp]3\x0d\x0a"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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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그니처를 트리거하도록 하려면 추가를 누르십시오.

8. 응용 프로그램 추가 대화 상자에서 응용 프로그램 파일 이름 및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Internet Explorer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 파일 이름으로 iexplore 또는 iexplore.exe를 입력하
십시오.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그니처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추가된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나중까지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중지하려면 실행됨 열의 확인란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10.작업 그룹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시그니처가 이벤트를 탐지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차단 이벤트 또는 공격을 식별하여 차단하고 보안 로그에 기록합니다.
허용 이벤트 또는 공격을 식별하여 허용하고 보안 로그에 기록합니다.

11.패킷 로그에 이벤트 또는 공격을 기록하려면 패킷 로그에 쓰기를 선택하십시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추가된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나중까지 이 시그니처를 실행 중지하려면 실행됨 열의 확인란을 선택 해제
하십시오.

13.다른 시그니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완료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14.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그룹에 할당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르십시오.

나중에 추가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여러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 할당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순서 변경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위한 IPS 엔진은 시그니처 목록에 나열된 순서대로 시그니처를 검사합니다. 패킷 하나당 하나의
시그니처만 트리거됩니다. 시그니처가 인바운드 트래픽 패킷 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패킷과 일치하면 IPS 엔진은 다른 시
그니처의 검사를 중지합니다. IPS 엔진이 정확히 순서대로 시그니처를 실행하도록 시그니처 목록에서 시그니처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가 여러 개 일치하는 경우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시그니처를 위로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대상 포트 80의 양방향 TC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 시그니처 그룹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그니처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 포트 80의 모든 트래픽 차단.
• 포트 80의 모든 트래픽 허용.

모든 트래픽 차단 시그니처가 목록에 첫 번째로 나와 있으면 모든 트래픽 허용 시그니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트래픽
허용 시그니처가 목록에 첫 번째로 나와 있으면 모든 트래픽 차단 시그니처는 실행되지 않고 모든 HTTP 트래픽이 항상 허
용됩니다.

NOTE

방화벽 규칙은 침입 차단 시그니처보다 우선합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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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여십시오.

2. 시그니처 탭에서 이 그룹의 시그니처 테이블에 있는 시그니처 중 이동하려는 시그니처를 선택한 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해당 시그니처를 위에 있는 시그니처보다 먼저 처리하려면 위로 이동을 누르십시오.
• 해당 규칙을 아래에 있는 시그니처보다 나중에 처리하려면 아래로 이동을 누르십시오.

3. 이 라이브러리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변수 정의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추가할 때 시그니처에서 가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라이브러리 전체의 시그니처를 편집하는 대신 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시그니처에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러한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라이브러리에 정의한 변수는
해당 라이브러리 내의 모든 시그니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샘플 변수의 컨텐츠를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에 대한 변수를 정의하려면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십시오.

2.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대화 상자에서 변수 탭을 누르십시오.

3. 추가를 누르십시오.

4. 변수 추가 대화 상자에서 변수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5. 변수 값으로 최대 255자의 컨텐츠 문자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수 컨텐츠 문자열을 입력하는 경우 시그니처 컨텐츠에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문 지침을 따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6. 확인을 누르십시오.

테이블에 변수가 추가되었으면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의 모든 시그니처에서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에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시그니처 탭에서 시그니처를 추가하거나 편집하십시오.

8. 시그니처 추가 또는 시그니처 편집 대화 상자의 컨텐츠 필드에서 맨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이고 변수 이름을 입력하십
시오.

예를 들어 HTTP 포트를 지정하기 위해 HTTP라는 변수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HTTP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이 라이브러리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룹에 여러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 할당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생성한 후에 개별 위치가 아닌 그룹에 이 라이브러리를 할당합니다. 나중에 추가 사용자 정
의 IPS 라이브러리를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그룹에 여러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할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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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할당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3. 정책 탭의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에서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을 누르십시오.

4. group name에 대한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대화 상자에서 해당 그룹에 할당할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대해 각
각 실행됨 열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테스트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생성한 후 테스트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able 83: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테스트

단계 설명

1단계: 클라이언트가 현재 정책을
사용하는지 확인

클라이언트는 다음 번 정책을 수신할 때 새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적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2단계: 클라이언트의 시그니처 컨
텐츠 테스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차단할 트래픽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가 MP3 파일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 몇 가지 MP3 파일을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하도록 시도하십시오. 다운로드가 되지 않거나 여러 번 시도한 후 시간이
만료되면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에 사용할 수 있는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
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3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차단된 이
벤트 보기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공격 로그에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에 지정한 메시지가 로그에 표시됩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
라이언트 강화
• 메모리 악용 완화가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법
• 악용 요소 차단 유형
• 메모리 악용 완화 요구 사항
• 오탐지 수정 및 방지
• 메모리 악용 완화 이벤트에 대한 로그 및 리포트 찾기
•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완화 기술에 대한 보호 감사
• 메모리 악용 완화 실행 중지
• 보안 연구소에 오탐지 보고

메모리 악용 완화가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부터 여러 완화 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는 메모리 악용
완화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악용 요소에 의해 악
성 코드가 포함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악용 요소를 중지하기 위해 메모리 악용 완화는 보호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DLL을 삽입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는 악용
시도를 탐지한 후 악용 요소를 차단하거나 이 악용 요소가 위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Symantec 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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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은(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탐지에 대한 통지를 표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이벤트를 기록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Attack: Structured Exception Handler Overwrite가 탐지되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application name> 응용 프로그램

메모리 악용 완화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수정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악용 요소를 차
단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NOTE

14 MPx에서 메모리 악용 완화의 이름은 일반 악용 완화입니다.

악용 요소 차단 유형

메모리 악용 완화가 여러 유형의 완화 기술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악용 요소를 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StackPvt 및 RopHeap 기술은 Internet Explorer를 공격하는 악용 요소를 차단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메모리 악용 완화 기술

NOTE

Microsoft App-V 기능을 시스템에서 실행한 경우 메모리 악용 완화는 App-V가 보호하는 Microsoft Office 프로세
스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요구 사항

메모리 악용 완화는 침입 차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에는 침입 차단 정의와 함께 다운로
드되는 고유한 개별 시그니처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입 차단과 메모리 악용 완화를 개별적으로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
할 수 있습니다.

NOTE

14.0.1부터 메모리 악용 완화에 고유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14 MPx 릴리스에서는 침입 차단 정책의 일부입니다.
개요 탭에서 침입 차단 정책을 실행 중지하면 메모리 악용 완화도 실행 중지됩니다.

또한 LiveUpdate를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대해 한 번 이상 실행해야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에 나타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 작업이 실행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최신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

오탐지 수정 및 방지

가끔, 메모리 악용 완화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을 의도치 않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이
합법적이고 악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탐지는 오탐지입니다. 오탐지의 경우 시만텍 보안 연구소가 메모리 악
용 완화 동작을 변경할 때까지 보호를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는 오탐지를 처리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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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4: 오탐지를 찾고 교정하는 단계

태스크

1단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서 예기치 않게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 또는 리포트를 열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완화 기술
목록을 확인합니다.

Note: 가끔 악용 요소의 특성으로 인해 완화 기술에 대한 로그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이벤트에 대한 로그 및 리포트 찾기
2단계: 보호를 실행 중지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기술
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십시오.

처음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호를 실행 중지하여 다른 프로세스를 보호되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메모리 악용 완화를 실행 중지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지 마
십시오.
다음 각 하위 태스크를 완료한 후 3단계로 이동하십시오.
1. 우선, 완화 기술이 종료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에 감사를 수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Mozilla Firefox가 종료된 경우 SEHOP 기술 또는 HeapSpray 기술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
니다. 가끔 악용 요소의 특성으로 인해 완화 기술 로그 이벤트가 생성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종
료한 완화 기술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각 기술을 한 번에
하나씩 실행 중지하여 종료를 야기한 기술을 찾으십시오.

2. 단일 완화 기술이 보호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에 감사를 수행하십시오.
3.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에 감사를 수행하십시오. 이 옵션은 관리 서버가 탐
지에 대한 로그 이벤트를 수집하는 것을 제외하고 메모리 악용 완화를 실행 중지하는 것과 비슷합니
다. 기존 14 MPx 클라이언트에서 오탐지를 확인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완화 기술에 대한 보호 감사
3단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응용 프
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 응용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면 해당 완화 기술에 대한 탐지는 오탐지입니다.
• 응용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탐지가 정탐지입니다.
• 응용 프로그램이 여전히 종료되면 제한 수준에서 감사를 수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완화 기술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거나 기술이 보호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를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 정책 업데이트
4단계: 오탐지를 보고하고 정
탐지의 경우 해당하는 보호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오탐지의 경우:
1. 시만텍 팀에 오탐지를 통지하십시오. Symantec Insider Tip: Successful Submissions!(영문)를 참조
하십시오.

2. 각 기술의 작업을 아니요로 설정하여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실행 중지된 상태로 유지
하십시오.

3. 보안 연구소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기술의 작업을 예로 변경하여 보호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정탐지의 경우:
1. 해당 완화 기술의 규칙 작업을 예로 변경하여 보호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2. 감염된 응용 프로그램의 현재 취약점을 수정하는 패치 적용 버전 또는 최신 릴리스가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패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시 실행하여 메모리 악용 완화
가 여전히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메모리 악용 완화 이벤트에 대한 로그 및 리포트 찾기

메모리 악용 완화가 종료한 응용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로그를 보고 빠른 리포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1. 콘솔 창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로그의 경우 모니터 > 로그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유형 >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 컨텐츠 > 로그 보
기를 누르십시오.
메모리 악용 완화 차단된 이벤트 이벤트 유형을 찾으십시오. 이벤트 유형 열에 완화 기술이 나열되고 작업 열에 응용
프로그램 이름 열의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되었는지 여부가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로그 이벤트는 Stack Pivot
공격을 나타냅니다.
Attack: Return Oriented Programming Changes Stack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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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리포트의 경우 리포트 > 빠른 리포트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리포트 유형 > 메모리 악용 완화 탐지 리
포트 >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차단된 메모리 악용 완화 탐지를 찾으십시오.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감사

오탐지를 테스트하는 경우 탐지를 감사하고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하도록 메모리 악용 완화 동작을 변경하십시오. 그
러나 메모리 악용 완화가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감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2. 콘솔에서 정책 > 메모리 악용 완화 > 메모리 악용 완화를 누르십시오.

3. 완화 기술 탭의 완화 기술 선택 옆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기술(예: StackPvt)을 선택하십시오.

4. 보호됨 열에서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기본값(예)을 로그만으로 변경하십시오.

탐지가 오탐지인 것이 확인된 후에는 작업을 아니요로 변경하십시오. 로그만 및 아니요로 설정할 경우 악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도 실행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악용 요소를 차단하는 여러 완화 기술이 포함되므로 각 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 단계를 수행
하십시오.

5. (선택 사항)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기술을 모르는 경우 이 기술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작업 선택을 누르십시오. 이
옵션은 각 기술의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 14.0.1 클라이언트와 기존 14 MPx 클라이언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14.0.1 클라이언트만 테스트하려면 모든 기술
에 대한 보호 작업을 로그만으로 설정을 누르십시오.

6. (선택 사항) 기술에 관계없이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규칙 탭의 보호됨 열에서 종료된 응용 프로
그램을 선택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기존 14 MPx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 옵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14.0.1로 업그레이드한 후 보호를 다시 실행하고
세부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시스템 상태 로그를 열어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제품 버전이 실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7. 콘솔에서 정책 > 메모리 악용 완화를 누르십시오.

8. 메모리 악용 완화 실행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Symantec Insight가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nsight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사용자 정의

11.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SymDiag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십시오. 참조: Download SymDiag to detect product
issues(영문)

12. SymDiag 도구 홈 페이지에서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누르고 디버그 로깅 > 고급 옵션에 대해 WPP 디버그 > 추적
수준을 전체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Advanced debug log options in SymDiag for Endpoint Protection clients(영문)

13.오탐지를 재현하십시오.

14.로그 수집이 완료된 후 새 사례를 열거나 기존 사례를 새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sdbz 파일을 기술 지원
(https://mysymantec.force.com/customer/s/)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15.탐지된 응용 프로그램을 SymSubmit 사이트에 제출하고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탐지된 시간을 선택하고 B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제품을 선택하고 C5 - IPS 이벤트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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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참고 사항에서 이전 단계의 기술 지원 사례 번호, MEM 탐지를 트리거한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
번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locked Attack: Return Oriented Programming
API Invocation attack against C:\Program Files\VideoLAN\VLC\vlc.exe", vlc.exe의 버전은 2.2.0-
git-20131212-0038입니다.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사용해야 하는 버전입니다."
Symantec Insider Tip: Successful Submissions!(영문)

16.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위치에 있는 제출 폴더의 복사본을 압축하십시오. %PROGRAMDATA%\Symante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CurrentVersion\Data\CmnClnt\ccSubSDK.

이 폴더를 기술 지원에 제출하고 이전 단계에서 연 오탐지 제출에 대한 추적 번호를 통지하십시오. 기술 지원에서는 필
요한 모든 로그 및 자료가 완전하고 오탐지 조사와 연관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메모리 악용 완화 기술
버전 14부터 MEM(메모리 악용 완화)이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공격을 차단합니다.
MEM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완화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공격을 차단합니다.

• SEHOP(구조적 예외 처리 덮어쓰기 방지)(14)
메모리 악용 완화는 RealPlayer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적 예외 처리 덮어쓰기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악용 공격에서 덮어쓰기 예외 처리기의 함수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실행 흐름을 제어하여 공격자의 셸 코드
가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기 함수 주소는 스택 메모리에 저장되며 스택 버퍼 오버플로가 존재하는 경우 쉽
게 덮어쓸 수 있습니다. Windows 운영 체제에 SEHOP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Windows Vista 운영 체제에서 기본적으
로 SEHOP가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는 Windows의 SEHOP가 실행 중지된 경우에도 보호 기능을 제
공합니다. SEHOP 공격은 32비트 클라이언트에서만 발생합니다.

• Java 보안 관리자(14)
메모리 악용 완화는 Windows 보안 관리자 실행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Java 애플릿을 차단합니다. 일부 악용 공격에서는
Java 코드가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Java 애플릿을 사용하여 보안 관리자를 실행 중지합니다.

• StackPvt(StackPivot)(14.0.1)
스택 피벗 기술은 호출 스택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탐지합니다. 이 이벤트는 악용이 스택 포인터(ESP) 레지스터를 악용
의 가짜 또는 조작된 호출 스택 메모리를 가리키도록 변경했음을 나타냅니다. 가짜 메모리에는 ROP 공격 체인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ForceDEP(데이터 실행 방지 강제 적용)(14.0.1)
악용 공격은 일반적으로 셸 코드라고 하는 악성 실행 코드를 스택 메모리(버퍼 오버플로 사용) 또는 힙 메모리(힙 스프
레잉 사용)에 삽입합니다. 그런 다음 악용은 이러한 위치로 실행 흐름을 하이재킹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
Windows XP SP2 이상에는 이러한 메모리 위치를 실행 불가능으로 표시하는 시스템 수준의 보호 기능인 DEP(데이터
실행 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능이 SetProcessDEPPolicy() API 호출을 통해 실행 중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DEP로 보호되려면 /NXCOMPAT 스위치로 컴파일되어야 합니다. ForceDEP #
#은 DEP가 해당 스위치로 컴파일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도 실행 중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ForceASLR(주소 공간 배치 무작위화 강제 적용)(14.0.1)
악용을 통해 운영 체제를 수정하거나 손상하기 위해서는 URLDownloadToFile 및 CreateProcess와 같은 시스템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조기 Windows XP 이하에서는 Kernel32.dll과 같은 시스템 DLL이 항상 고정되고 예측 가능
한 메모리 위치로 로드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드 코드된 주소가 쉽게 API를 호출했습니다. 또한 DEP가 도입된 후 악용은
ROP(반환 지향형 프로그래밍)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스택 또는 힙 메모리에서 셸
코드를 작성 및 실행하는 대신 프로세스에서 로드된 다양한 DLL의 기존 실행 코드 바이트 조합을 사용하여 셸 코드가 구
성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Windows Vista 이상 버전에서는 ASLR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은 메모리
에서 DLL의 로드 주소를 무작위로 실행하여 하드 코드된 주소가 무효한 주소를 사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DLL이 무작위
메모리에서 로드되려면 /DYNAMICBASE 스위치로 컴파일되었어야 합니다. 일부 이전 DLL은 이 스위치 없이 컴파일되
어 악용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orceASLR은 이러한 DLL에 대해 ASLR을 필수로 만듭니다.

• HeapSpray(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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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가 미리 결정된 메모리 위치를 공격 코드로 바꾸려고 할 때 힙 스프레이 공격이 발생합니다. HeapSpray 기술은
자주 사용되는 메모리 위치를 예약하여 공격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힙 스프레이 공격은 이전 웹 브라
우저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버퍼 공격입니다.

• EnhASLR(주소 공간 배치 무작위화 강화)(14.0.1)
EnhASLR 기술은 프로세스에서 임의 메모리 영역을 할당합니다. 메모리 할당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어 힙 스프레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nhASLR은 또한 ASLR 및 DLL 재배치에 대한 엔트로피를 늘립니다.

• NullProt(Null 페이지 보호)(14.0.1)
NULL(0x00000000)은 악용이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메모리 주소입니다. NullProt 기술은 잠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메모리 위치를 미리 할당합니다.

• DllLoad(14.0.1)
프로세스가 공유 폴더에서 DLL을 로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일부 악용의 경우 이 벡터를 사용하여 \
\malicious.com\malware.dll과 같이 악성 서버에서 DLL을 직접 실행합니다. DllLoad 기술은 localhost, 링크 로컬
및 개인 IP 주소와 같은 로컬 네트워크를 통한 DLL의 원격 로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로드 경로가 확인되는 시간과 실
제 로드 시간 간에 호스트 이름을 사용한 원격 경로에 대한 DNS 서버 조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완화 기술은 ROP(반환 지향형 프로그래밍)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StackNX(14.0.1)
StackNX 기술은 스택에 속하는 메모리 주소를 실행 가능으로 표시하기 위한 VirtualProtect와 같은 메모리 보호
API 호출을 방지합니다.

• RopCall(14.0.1)
시스템 중요 API가 기존 RET 지침 또는 점프 지침이 아닌 호출 지침에서 호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RopHeap(14.0.1)
이후 반환 지침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힙에 대한 메모리 보호 API 호출을 거부합니다.

• RopFlow
RopFlow 기술은 시스템 중요 API가 호출될 때 호출 스택에서 반환 주소의 실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RopFlow는
RET 지침이 다른 중요 API 또는 실행 가능으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각 이벤트는
ROP 공격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RopFlow는 성능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허용 지침 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이벤트는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이벤트 ID가 61000-61999의 서명 ID 범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IPS 이벤트와 유사합니
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한 경우 MEM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보호하는
프로세스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Windows Enhanced Mitigation Experience Toolkit(EMET)

Microsoft Application Virtualization(App-V) 기능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라이언트 강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및 Symantec Endpoint Security를 통한
랜섬웨어 완화 및 차단

랜섬웨어란?

랜섬웨어는 문서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나머지 시스템 액세스는 가능하게 남겨두는 멀웨어의 한 카테고리
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는 특별히 언급된 지불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피해자를 강요하며 피해자가 대가를 지불한
후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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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랜섬웨어는 원래 랜섬웨어 공격보다 복잡하며 초기 감염 이상의 위험 요소를 포함합니다. 공격자는 피해자 조직을 갈
취하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았으며 다양한 배포 방법을 사용합니다.

• 피싱: 업무 관련 서신으로 위장한 이메일을 직원에게 전송합니다.
• 멀버타이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변조하는 JavaScript 기반 프레임워크(SocGholish)를 포함하는 악성 광고를 제공하
도록 미디어 웹사이트를 침해합니다.

• 취약점 악용: 공용 서버에서 실행되는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악용합니다.
• 2차 감염: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봇넷을 활용합니다.
•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서비스: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RDP 서비스를 통해 조직을 공격하여 누출되거나 취약한 인증 정보
를 활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를 사용하여 랜섬웨어로부터 보호

표적 랜섬웨어 공격은 초기 침해, 권한 에스컬레이션 및 인증 정보 도용, 수평 이동, 백업 암호화 및 삭제 등의 다양한 단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종류의 공격을 차단하고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보안 우선순위를 파악하
는 데 사용하는 공격 체인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거 도구를 사용하여 랜섬웨어를 암호 해독할 수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다음 기능을 배포 및 실행하십시오. 일부 기
능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기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Endpoint Security
파일 기반 보호
시만텍은 다음 파일 유형을 검역소에 보관합
니다. Ransom.Maze, Ransom.Sodinokibi 및
Backdoor.Cobalt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공격 차단 및 처리

맬웨어 방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SONAR
SONAR의 동작 기반 보호 기능은 멀웨어에
대한 다른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SONAR
는 크립토락커와 같은 랜섬웨어 변종의 이
중 실행 파일 이름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합
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SONAR > SONAR 실행(기본적으로 실행
됨)을 누르십시오.
SONAR 관리

맬웨어 방지 정책에서 동작 분석 실행(기본
적으로 실행됨)을 누르십시오.
맬웨어 방지 정책 - 고급 설정

다운로드 인사이트 또는 집중 보호
Symantec Insight를 수정하여 시만텍 고객
베이스에서 아직 안전한 파일로 검증되지 않
은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하십시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
이웨어 - 높은 보안 정책의 일부입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랜섬웨어 공
격 차단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항상 실행되며, 이는
집중 보호 정책의 일부입니다. 집중 보호 설
정을 수정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집중 보호 설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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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차단 시스템(IPS)
• IPS는 기존 바이러스 정의로만은 중지
할 수 없는 일부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
다. IPS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대
한 최고 방어 수단입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에서 의
도치 않게 다운로드되는 경우 발생합니
다. 공격자는 흔히 익스플로잇 킷을 사용
하여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통해 크
립토락커와 같은 웹 기반 공격을 수행합
니다.

• 경우에 따라 IPS는 명령 및 제어(C&C)
통신을 중단하여 파일 암호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C&C 서버는 공격자 또는
사이버 범죄자가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멀웨어로 손상된 시스템으로 명령을 전
송하고 대상 네트워크에서 도난된 데이
터를 수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 URL 평판은 웹 페이지의 평판 점수를 기
준으로 웹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URL
평판 실행 옵션은 평판 점수가 특정 임
계값 미만인 웹 페이지를 차단합니다.
(14.3 RU1 이상)

네트워크 침입 차단 또는 브라우저 침입 차
단 실행
URL 평판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Getting started with Intrusion Prevention(영
문)
URL 평판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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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및 스크립트 차단 예외 정책에서 Windows 예외 > 파일 액세
스를 누르십시오.

허용 목록과 거부 목록을 사용하여 알려진
악성 파일과 도메인을 차단하십시오. 설정 >
거부 목록 및 허용 목록을 누르십시오.
Managing denied items and allowed items
from the central list(영문)
Using Deny List Policy settings(영문)
Adding Allow List policy scan exceptions(영
문)

웹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웹 브라우저
및 웹 브라우저 플러그인에 대한 최신 패치
를 다운로드하십시오.

1.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Local 및 LocalLow 같
은 사용자 프로파일 디렉터리에서 실행
되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랜섬웨어 응
용 프로그램은 Local\Temp\Low 외에도
많은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Strengthening anti-virus security
to prevent Ransomware derivative
(Trojan.Cryptolocker family, etc.)
infections(영문)

2. Endpoint Detection Response(EDR)를
사용하여 랜섬웨어 동작이 있는 파일을
식별하십시오.
a.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MS Office
파일에서 매크로 스크립트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b. 탐지된 엔드포인트를 마우스 오른
쪽 버튼으로 누르고 격리를 선택하
십시오. 콘솔에서 엔드포인트를 격
리하고 다시 연결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할당된 검역
소 방화벽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About Host Integrity and Quarantine
Firewall Policies(영문)

• 검색 검사 - 클라우드 콘솔은 사용자 환
경에 나타나는 파일, 응용 프로그램, 실
행 파일의 종합 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러
한 검색된 항목과 관련된 위험 요소, 취
약점, 평판, 원본 및 기타 특징에 대한 정
보를 볼 수 있습니다.
Using Discovered Items(영문)

• EDR이 실행되는 경우 검색된 항목을
사용하십시오. SES의 검색 에이전트는
SEP의 단독 실행 탐지기와 유사하지만
개별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Getting started with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영문)

• 응용 프로그램 제어는 사용자 환경에서
원치 않고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사용을 제어 및 관리합니다. SES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는 SEP에서와는 다른 기
능입니다.
Getting started with Application
Control(영문)
Getting started with Application
Isolation(영문)
– Symantec Agent 14.3 RU1 이상에서
는 응용 프로그램 격리 및 응용 프로
그램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 엔드포인
트에 대한 동작 격리를 사용하십시오.
동작 응용 프로그램 격리 정책은 신뢰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행될 수 있
는 의심스러운 동작 처리 방법을 식별
합니다. 정책에서 새 동작 시그니처
또는 기존 동작 시그니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클라우드 콘솔에서 알림을
받고 정책에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동작이 파일에 대한 공격 결과인지 여
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작업을 지정
합니다.
Using Behavioral Isolation policy
settings(영문)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영
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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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및 Web Security
Service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및 보안 연결 설
정을 사용하면 엔드포인트가 기업 네트워
크상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 외부에서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NTR은 클라이언트의
인터넷 트래픽을 Symantec WSS로 리디렉
션하며, Symantec WSS에서는 WSS 정책에
따라 트래픽이 허용 또는 차단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호출된 보안 연결
Configuring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 integration with Endpoint Security
products(영문)

메모리 악용 완화
공격자가 악용하는 JBoss 또는 Apache 웹
서버와 같이 패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서
알려진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라이언트 강
화

Adding applications to a Memory Exploit
Mitigation (MEM) policy(영문)

AMSI 및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검사
타사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동적 스크립트
기반 멀웨어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
니다. 타사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 AMSI
인터페이스를 호출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로 라우팅되는 사용
자 제공 스크립트의 검사를 요청합니다. 클
라이언트는 응답으로 스크립트 동작이 악의
적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판정을 보냅니다.
동작이 악의적이지 않으면 스크립트 실행
이 진행됩니다. 스크립트의 동작이 악의적
이면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
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탐지 결
과 대화 상자에 "액세스 거부됨" 상태가 표시
됩니다. 타사 스크립트의 예로는 Windows
PowerShell, JavaScript 및 VBScript가 있습
니다. 자동 보호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기능
은 Windows 10 이상의 시스템에서 작동합
니다.
14.3 이상.

기본적으로 실행됨.
How the Antimalware Scan Interface
(AMSI) helps you defend against
malware(영문)
Antimalware Scan Interface (AMSI)(영문)

사용할 수 없습니다.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EDR)
EDR은 파일이 아닌 동작에 포커스를 두
며 스피어 피싱 및 자급자족(LotL)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Word가 고객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PowerShell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차단 모드
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EDR의 UI를
사용하여 일반적이며 허용되는 동작, 발견되
어도 알림이 실행되어야 하는 동작,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으며 차단되어야 하는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시던트 알
림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의 일환으로 갭에 사
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알림은 위
반의 일부로 관찰된 모든 동작을 표시하고
이를 인시던트 상세 내역 페이지에서 바로
차단 모드에 할당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평판 조회 및 제출에 개인 서버를 사용하도
록 클라이언트 그룹 구성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영
문)의 일부.
About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EDR)(영문)
Threat Hunting Guide(영문)

AI 기반 보호
시만텍의 표적 공격 클라우드 분석은 고급
시스템 학습을 활용하여 표적 공격과 관련된
작업 패턴을 파악합니다.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영
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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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Secure-Connection/configuring-symantec-web-security-service-integrat-v131901403-d4152e1396.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Secure-Connection/configuring-symantec-web-security-service-integrat-v131901403-d4152e1396.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Application-Isolation/adding-applications-to-a-memory-exploit-mitigation-v125307068-d4155e23710.html#v125307068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Application-Isolation/adding-applications-to-a-memory-exploit-mitigation-v125307068-d4155e23710.html#v125307068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in32/amsi/how-amsi-helps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in32/amsi/how-amsi-helps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in32/amsi/how-amsi-helps
https://docs.microsoft.com/en-us/windows/win32/amsi/antimalware-scan-interface-porta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Using-policies-to-manage-security/preventing-and-handling-virus-and-spyware-attacks-v40739565-d49e172/configuring-client-groups-to-use-private-servers-f-v102748933-d7e6.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Using-policies-to-manage-security/preventing-and-handling-virus-and-spyware-attacks-v40739565-d49e172/configuring-client-groups-to-use-private-servers-f-v102748933-d7e6.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Endpoint-Detection-and-Response/about-endpoint-detection-and-response-edr-v134644400-d38e88760.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Endpoint-Detection-and-Response/about-endpoint-detection-and-response-edr-v134644400-d38e88760.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Related-Documents.html


 

감사 도구를 사용하여 랜섬웨어가 확산되기
전에 기업 네트워크상의 엔드포인트 및 기업
네트워크 외부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인사이
트를 확보하십시오.

메모리 악용 완화를 사용하여 오탐지를 테스
트하십시오.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라이언트 강
화

• 클라이언트가 의심스러운 파일이 높은
위험 또는 매우 높은 위험을 탐지하는 경
우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내 태스크
탭에 90일 동안 표시됩니다.
Taking action on a suspicious file(영문)

• 장치가 악성 트래픽을 생성하는 파일을
탐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
록 내 태스크 탭에 90일 동안 표시됩니
다.
Taking action on an intrusion prevention
detection(영문)

• 오탐지를 테스트하려면 탐지를 감사하고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하도록 메모리 악
용 완화 동작을 변경하십시오.
Auditing protection for terminated
applications(영문)

• 플레이북은 사용자 환경의 장치를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된 워크플
로입니다.
About Playbooks(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영문)

랜섬웨어 완화 베스트 프랙티스

Hardening Your Environment Against Ransomware(영문)

SEP 또는 SES 보호를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랜섬웨어 감염을 방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설명

1. 로컬 환경 보호 1. 최신 버전의 PowerShell이 있는지 확인하고 로그가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RDP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십시오. 알려진 특정 IP 주소에서만 RDP를 허용하고 다중
요소 결합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일 서버 리소스 관리자(FSRM)를 사용하여
사용자 쓰기 액세스 권한을 필요로 하는 파일 공유에 대해 알려진 랜섬웨어 확장자를 작성하는 기
능을 잠그십시오.

3. 타사 통지를 고려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FBI 또는 다른 법 집행 기관/에이전시와 같은 필수 조
직의 올바른 통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모든 중요한 관리 정보에 대한 하드 카피 및 아카이브된 소프트 카피 형태의 자료를 담은 "점프
백"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중요 정보의 가용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점프백에 보관하십시오. 네트워크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저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 계정 사용에 대해 적절한 감
사 및 제어 기능을 구현하십시오. 또한 관리 작업을 위해 일회성 인증 정보를 구현하여 관리자 인
증 정보의 도용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작성하십시오. 이러한 도구 중 상당수는 공격자가 네트
워크를 통해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평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수의 시스템에서 PsInfo/
PsExec을 사용하여 admin으로 실행한 기록을 가진 사용자 계정은 정상일 수 있지만, 모든 시스템
에서 PsInfo/PsExec을 실행하는 서비스 계정은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2. 이메일 시스템 보호 1. 피싱 공격 도중 인증 정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2단계 인증(2FA)을 실행하십시오.
2. 이메일 시스템의 보안 아키텍처를 강화하여 최종 사용자의 받은 편지함에 도달하는 스팸의 양을
최소화하고, 피싱 공격을 차단하는 기타 방어 수단 및 SPF 사용을 포함하여 이메일 시스템에 대
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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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Protection/taking-action-on-a-suspicious-file-v127967630-d4155e13069.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Protection/taking-action-on-an-intrusion-prevention-detection-v128626689-d4155e17763.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Protection/taking-action-on-an-intrusion-prevention-detection-v128626689-d4155e17763.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Protection/auditing-protection-for-terminated-applications-v123415100-d4155e23596.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Protection/auditing-protection-for-terminated-applications-v123415100-d4155e23596.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Devices-and-Device-Groups/Playbooks-overview.html
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protection/all/what-is-v45096464-d43e1648/how-symantec-endpoint-protection-technologies-prot-v97539434-d43e1669.html
https://www.broadcom.com/products/cyber-security/endpoint/end-user/complete


 

3. 백업 만들기 클라이언트 및 서버 둘 모두의 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십시오.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일 때 파일
을 백업하거나 네트워크와 연결된 시스템 및 서버가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십
시오. 전용 백업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 중요한 파일을 이동식 미디어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동식 미디어를 뽑아 연결 해제하십시오. 이동식 미디어를 연결 상태로 유지하지 마십시오.
1. 백업 복사본을 위한 오프 사이트 저장소를 구현하십시오. 매주 전체 백업 및 매일 증분 백업에 대
해 최소 4주간의 오프 사이트 저장소를 마련하십시오.

2. 온사이트에 오프라인 백업을 구현하십시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을 구현하여 랜섬웨
어에 의해 암호화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협 요소가 잠재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서버 수준 백업 솔루션을 확인하고 테스트하십시오. 이는 이미 재해 복구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
어야 합니다.

4. 백업 및 백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파일 수준 권한을 보호하십시오. 백업이 암호화되지 않도록 하
십시오.

5. 복원 기능을 테스트하십시오. 복원 기능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암호 및 액세스 제어 제한으로 보안을 적용하여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잠그십시오. 파일에 대
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한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에 대해 읽기 전용 액세
스 권한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면 위협 요소가 암호화할 수 있는 파일이 제한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랜섬웨어 제거 도구는 없습니다. 랜섬웨어가 암호화한 파일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보안 제품은 없습니다. 대신 클라이언
트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데이터가 암호화된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대가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공격자가 시스템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공격자는 지불한 금액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의 공격을 수행합니다.

2. 랜섬웨어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공격할 수 있기 전에 감염된 시스템을 격리하십시오.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SES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정의를 업데이트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검사하십시오.
새 정의를 통해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교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 또는 클라우드 콘솔에 연결되
고 관리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바이러스 정의를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다운로드합
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그룹에
서 명령 실행 > 컨텐츠 업데이트 및 검사를 누르십시오.

–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지금 검사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Running commands on client devices(영문)

4. 새로 설치를 사용하여 재설치하십시오.
암호화된 파일을 백업에서 복원하는 경우 복원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공격 과정에서 다른 멀웨어가 설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5. 해당 멀웨어를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 제출하십시오.
악성 이메일 또는 실행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샘플을 통해 시만텍은
새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Insider Tip: Successful Submissions!(영문)

다운로드 인사이트(SEP) 또는 집중 보호(SES)를 통해 랜섬웨어 확산 완화
랜섬웨어 변종을 차단하려면 시만텍 고객 베이스에서 악성으로 알려지거나 아직 악성으로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하도록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구성하십시오.

보호 기능이 없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위해 단독 실행 탐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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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chdocs.broadcom.com/us/en/symantec-security-software/endpoint-security-and-management/endpoint-security/sescloud/Devices-and-Device-Groups/running-commands-on-client-devices-v129312650-d4155e2453.html#v129312650
https://community.broadcom.com/symantecenterprise/communities/community-home/librarydocuments/viewdocument?DocumentKey=bf76e9b6-157b-4246-acf7-e4535b958018&CommunityKey=1ecf5f55-9545-44d6-b0f4-4e4a7f5f5e68&tab=librarydocuments


 

• SEP 단독 실행 탐지기: 단독 실행 장치를 탐지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 SES 검색 에이전트: Adding a discovery agent to find unmanaged devices(영문)

Finding devices for enrollment(영문)
Using Discovered Items(영문)

Symantec Endpoint Security의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항상 실행되며, 이는 집중 보호 정책의 일부입니다. 참조: 집중 보
호 설정 사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대상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열고 다운로드 보호를 누르십시오.
새 정책을 추가하는 경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높은 보안 정책을 선택하십시오.

2. 다운로드 인사이트 탭에서 파일 평판에 따라 다운로드한 파일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탐지하도록 다운로드 인사이트
실행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다음 기본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 파일 사용자 수: 5명 이하
– 파일이 사용자에게 알려진 일 수: 2일 이하
낮은 기본값은 클라이언트에서 5명을 넘는 사용자로 시만텍에 보고되지 않은 파일 또는 알려진 일 수가 2일 이하인 파
일을 검증되지 않은 파일로 강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일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
가 해당 파일을 악성으로 탐지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자동으로 신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작업 탭의 악성 파일 아래에서, 처음 작업을 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관으로 유지하고 두 번째 작업을 수행 작업 없음으로
유지하십시오.

6. 검증되지 않은 파일 아래에서 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관을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통한 랜섬웨어 제거 및 차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 차단 및 처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 지침을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을 차단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
다.

Table 85: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태스크 설명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설치되어 있
는지 확인

네트워크에서 모든 시스템과 모든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정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최신 정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탭에서 정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시스템 상태 리포트를 실행하여 최신 정의 날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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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정규 검사 실행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자동 보호 및 SONAR가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기본
예약 능동 검사도 실행됩니다.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설정은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 시 검사 실행
예약 검사를 생성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 실행되는 전체 예약 검사와 매일 한 번 실행되는 능동 검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오후 12시 30분에 실행되는 능동 검사를 생성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실행 중지된 기본 시작 검사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매일 능동 검사가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비활성 위협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매주 또는 매월 한 번 전체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검사는 더 많은 시스
템 리소스를 소모하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클라이언트가 즉시 중요 이벤
트를 업로드하도록 하십시오.

클라이언트(Windows만 해당)가 하트비트 간격을 무시하고 중요 이벤트를 관리 서버에 즉시 보낼 수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중요 이벤트에는 발견된 모든 위험 요소(쿠키 제외)와 모든 침입 이벤트가 포함됩니
다. 클라이언트 > 정책 > 통신 설정에서 이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통지에 대한 지연 기간이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관리자 통지가 곧바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통지 설정

Note: 12.1.4 이상의 클라이언트만 중요 이벤트를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전 클라이언트에서는 하트
비트 간격으로만 이벤트를 보냅니다.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검사
설정 확인 또는 수정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는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의 부작용을 탐지, 제거 및 복구
합니다.
기본 검사 설정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면서 높은 보호 수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loodhound 지능형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드라이브 검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조정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 강화

클라이언트가 탐지 관련 정보
를 시만텍에 제출하도록 허용

클라이언트가 탐지 관련 정보를 시만텍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정보는 시만텍이 위협 요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침입 차단 실행 시만텍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침입 차단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을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침입 차단 관리

필요한 경우 감염 항목 교정 검사를 실행한 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여전히 감염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위협 요소에
시그니처가 없거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위협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
다.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제거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시스템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 처리 중에 위험 요소를 조정합니다.

콘솔의 리포트 및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여 어떤 시스템이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고 교정 결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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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6: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단계 설명

1단계: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
템 식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의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동 요약에서 새로 감염됨 및 아직 감염 상태임
개수를 확인하십시오. 새로 감염됨 개수는 아직 감염 상태임 개수의 하위 세트입니다. 새로 감염됨
개수는 요약에 지정한 시간 간격 동안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의 개수를 보여 줍니다.

Note: 교정되지 않은 SONAR 탐지 항목은 아직 감염 상태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요약에서 의
심 개수에 포함됩니다.

이후 검사에서 감염된 것으로 탐지된 시스템은 아직 감염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예약 검
사가 파일에서 위험 요소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에서 이후에 해당 파일을 위
험 요소로 탐지합니다.
"아직 감염 상태임"으로 간주되는 파일은 새 정의가 수신되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되자 마자 재검사됩니다.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 식별

2단계: 정의 업데이트 및 재검사 클라이언트가 최신 정의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기존 클라이언트의 경우 예약된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에서 인사이
트 조회 기능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버전 14부터 예약된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서 항상
인사이트 조회를 사용합니다.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 리포트에서 정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로그에서 컨
텐츠 업데이트 및 검사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의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동 요약에 아직 감염 상태임 및 새로 감염됨 개수가 0개로 표
시되면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3단계: 검사 작업 확인 및 재검사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두도록 검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편집
하고 위험 요소 카테고리에 대한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검사가 실행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새 작업을 적용합니다.
작업 탭에서 특정 검사 유형(관리자 정의 또는 요청 시 검사 또는 자동 보호)에 대한 작업을 설정합
니다. 또한 다운로드 인사이트 및 SONAR의 탐지 작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작업 확인 및 확인된 시스템 재검사

4단계: 교정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시스템 재시작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교정을 마치기 위해 재시작해야 하는 시스템의 경우 아직 위험 상
태이거나 감염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로그를 보고 재시작이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5단계: 남아 있는 위험 요소 조사
및 제거

위험 요소가 남아 있으면 추가로 조사해야 합니다.
시만텍 보안 연구소 웹 페이지에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http://www.symantec.com/ko/kr/security_response/index.jsp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검사 결과 대화 상자를 통해 보안 연구소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Power Eraser을 실행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분석하고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Power Eraser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감염 정도가 심한 경우
에만 시스템 한 대 또는 적은 수의 시스템에서 실행해야 하는 통합 분석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
항
시만텍 기술 지원 서비스도 위협 요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위협 요소 전문가
도구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드 포인트 분석 도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직접 이러한 도구를 실행합니다.
SymDiag(Symantec Diagnostic Tool)로 시스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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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6단계: 시스템 상태 로그 확인 시스템 상태 로그를 보고 위험 요소가 교정되었는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로그 보기

자세한 내용은 Virus removal and troubleshooting on a network(영문)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 차단 및 처리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 식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홈 페이지 및 위험 요소 리포트를 사용하여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시스템을 식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홈을 누르고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동 요약을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관리자의 경우 사이트에서 새로 감염된 시스템과 아직 감염 상태인 시스템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관
리자의 경우 도메인에서 새로 감염된 시스템과 아직 감염 상태인 시스템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감염 상태인 시스템은 새로 감염된 시스템에 포함되며 네트워크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 아직 감염 상태임 수
가 줄어듭니다. 아직 감염 상태인 시스템은 이후 검사에서도 감염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를 일부만 제거하여 자동 보호 검사에서 위험 요소가 여전히 탐지될 수 있습니다.

2.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3. 리포트 유형 목록 상자에서 위험을 누르십시오.

4. 리포트 선택 목록 상자에서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을 누르십시오.

5. 리포트 생성을 눌러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시스템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검사 작업 확인 및 확인된 시스템 재검사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이 있는 경우 시스템이 여전히 감염된 상태 또는 위험 상태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되
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에서 각 위험 요소에 대해 수행된 작업을 확인합니다.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으로 구성되어 수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인 경우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거
나 위험 요소를 승인해야 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편집하고 검사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변경해야 할 작업을 확인하고 감염된 시스템을 재검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2. 로그 탭에서 위험 요소 로그를 선택한 다음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위험 요소 로그 이벤트 열에서 처리 결과와 수행된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이름 열에는 여전히 활성 상태
인 위험 요소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그룹 사용자 열에는 시스템이 속한 그룹이 표시됩니다.

검사 결과로 수행 작업 없음이 설정되어 클라이언트가 여전히 위험 상태에 있으면 해당 그룹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열에서 위험 요소가 여전히 활성 상태인 시스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295

http://entced.symantec.com/entt?product=SEP&version=14&language=english&module=doc&error=troubleshoot_virus


 

정책이 푸시 모드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다음 하트비트에서 그룹의 클라이언트에 해당 정책이 적용됩니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3. 뒤로를 누르십시오.

4. 로그 탭에서 시스템 상태 로그를 선택한 다음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5. 작업을 변경하고 새 정책을 적용한 경우 새 설정에 따라 재검사해야 할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6. 명령 목록 상자에서 검사를 선택한 다음 시작을 눌러 시스템을 재검사하십시오.

명령 상태 탭에서 검사 명령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의 정의를 수신하는 방법
14 이상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의 정의를 사용하는 실시간 보호 기
능을 제공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다운로드 인사이트 같은 다양한 기능에서 몇 가지 클라우드 보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기능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파일을 평가합니다. 클라우드 컨텐츠에는 전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세트와 시만텍이 보유한 파일 및 잠재적인 위협 요소에 대한 최신 정보가 포함됩니다.

NOTE

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만 지원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에는 전체 보호를 제공하는 축소 크기 정의 세트가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새 정의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성능 및 속도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에서 정의를 다운로드하거나 찾습니다.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유형이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를 지원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유형은 도움말 > 문제 해결 > 설치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14부터 표준 클라이언트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를 지원합니다.

모든 검사가 자동으로 클라우드 조회를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조회에는 Symantec Insight에 대한 파일 평판 정보 조회와 클라우드의 정의 확인이 포함됩니다.

• 예약된 검사와 요청 시 검사가 자동으로 클라우드 조회를 수행합니다.
• 자동 보호도 자동으로 클라우드 조회를 수행합니다. 이제 자동 보호가 커널 모드 대신 사용자 모드로 실행되어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디스크에서 정의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작을 뿐만 아니라 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는 검사 시간도 15% 정도 줄여줍
니다.

NOTE

12.1.x 인사이트 조회 기능은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포털 파일의 예약된 검사와 요청 시 검사에 대한 파일 평판 조
회를 제공합니다. 이 옵션에는 개별 탐지 수준이 포함됩니다. 버전 14.0.x에서 12.1.x 클라이언트는 다운로드 인사
이트에 설정된 탐지 수준을 사용하며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 평판 조회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시만텍에 전송합니다.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조회가 작동하는 방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클라우드에 직접 클라우드 조회를 전송합니다.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에서 HTTPS 프록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을 사용하여 정책 > 외부 통신에서 클라이언트의 HTTPS 프록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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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대역폭의 양은 다운로드 인사이트와 같은 특정 기능에서만 평판 조
회를 사용하는 14 이전의 클라이언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우드 조회 오류를 알리는 방식

클라이언트가 3일간 클라우드 조회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 통지를 보냅니다. 모니터 > 로그 > 시스템 로그 > 클라이언트 작업에서도 이 알
림을 볼 수 있습니다. 통지 조건 유형은 파일 평판 탐지입니다.

포털 파일이란?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지원되는 포털에서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검사한 경우 해당 파일을 포털 파일로 표시합니다.
예약 검사와 요청 시 검사, 자동 보호 및 다운로드 인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 인사이트에 대해 설정된 탐지 수준을 사용하여
포털 파일의 평판을 평가합니다.

NOTE

파일을 포털 파일로 표시하려면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포털에는 Internet Explorer, Firefox, Microsoft Outlook, Outlook Express, Google Chrome, Windows Live
Messenger 및 Yahoo Messenger가 포함됩니다. 포털 목록(또는 자동 보호 포털 목록)은 LiveUpdate가 관리 서버 또는 클라
이언트에 다운로드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및 다운로드 인사이트에서는 항상 비포털 파일을 시만텍이 설정한 기본 내부 탐지 수준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내
부 기본값은 가장 악의적인 파일만 탐지합니다.

클라우드 조회 작동 예

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가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예:

•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를 실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자체 탐지 수
준 및 클라우드의 Symantec Insight 평판 정보를 사용하여 파일이 유해하지 않은지 결정합니다.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려 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자체 탐지 수준 및 클라우드의
Symantec Insight 평판 정보를 사용하여 파일이 유해하지 않은지 결정합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파일의 평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결정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한 후 파일을 포
털 파일로 표시합니다.

• 나중에 시만텍은 광범위한 Global Intelligence Network에서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파일이 유해할 수 있
다고 결정되면 시만텍은 인사이트 평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시만텍이 클라우드의 정의에 파일에 대한 최
신 시그니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파일을 열거나 검사를 실행하는 경우 자동 보호 또는 검사가 클라우드에서 파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져옵니
다. 최신 파일 평판 및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수준을 사용하거나, 최신 파일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이제 자동 보호 또는
검사에서 파일을 잠재적 악성 파일로 탐지합니다.
파일을 열거나 검사를 실행하는 경우 자동 보호 또는 검사가 클라우드에서 파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져옵니다. 최신
파일 평판 및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수준을 사용하거나, 최신 파일 시그니처를 사용하여 이제 자동 보호 또는 검사에
서 파일을 잠재적 악성 파일로 탐지합니다.

필수 및 권장 설정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실행 중지한 경우 클라우
드 보호가 제한되거나 실행 중지됩니다.

• 자동 보호
자동 보호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동 보호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해야 파일 다운로드를 검사할 수 있고 파일 다운로드를 이후 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털 파
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 중지한 경우 모든 파일 다운로드가 비포털로 처리됩니다. 검사에서
는 가장 악의적인 비포털 파일만 탐지합니다.

• 인사이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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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조회 옵션은 평판 조회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정의 조회도 제어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WARNING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중지한 경우 클라우드 보호 기능이 완전히 실행 중지됩니다.
• 제출
시만텍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만텍과 공유하는 데이터는 탐지 기능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시스템을 공
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멀웨어에 대한 정보가 보안 지평을 넓히고 위협 요소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만텍은 개인 식별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만텍에 정보를 제출하면 시스템 보호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 이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일부 검사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지만 설정을 변경하거나 고유한 예약 검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사용자 정의
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전 14부터 검사에서 클라우드에 설정된 완전한 정의에 액세스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의 정의를 수신하는 방법

Table 87: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수정

태스크 설명

검사 유형 및 기본 설정 검토 검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기본값을 검토하고 변경 작업을 수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실시간 보호 유형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검사 설정

예약 검사 생성 및 요청 시 검
사 실행

자동 보호 검사가 제공하는 보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를 사용합니다. 자동 보
호는 파일을 읽고 쓸 때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메모리, 로드 포인트 및 다른 중요한 위치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검사 설정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 템플릿을 사용하면 여러 정책을 구성할 때 소요
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저장한 모든 검사를 다양한 정책의 새로운 검사를 위한 기
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든 파일,
폴더 및 위치를 검사하는 기본 예약 검사를 제공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 시 검사 실행

사용자 환경에 대한 검사 설
정 사용자 정의

자동 보호 설정과 관리자 정의 검사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 설정을 변경하여 오탐지 항
목을 처리하거나, 시스템 또는 검사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검사 작업 또는 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검사의 경우 누락된 검사, 무작위 검사, 네트워크 드라이버 검사 여부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
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Linux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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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 개선
을 위해 검사 조정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설정을 변경하여 시스템 성능을 훨씬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
다. 최적화는 가상화된 환경에서 중요합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정을 조정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일부
보안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검사 조정
검사를 조정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수준 향상

기본 검사 설정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면서 높은 보호 수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조정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 강화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다운로드 인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및 텍스트 메시지 전송 클라이언트 및 기타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파일을 검사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Symantec Insight의 평판 정보를 사용하
여 파일을 판단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SONAR 관리 SONAR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위협 요소 사전 차단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SONAR 설정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입니다.
SONAR 관리

검사 예외 구성 안전하다고 판단한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또한 일부 파일 및 폴더를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하는 파일 및 폴더

검역소의 파일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소의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역소 관리

클라이언트가 탐지 관련 정보
를 시만텍에 제출하도록 허용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탐지 관련 정보를 시만텍으로 전송합니다. 제출을 실행 중지하거나 클라이언
트가 제출할 정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은 항상 클라이언트가 제출 항목을 전송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된 정보는 시만텍이
위협 요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
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이벤트에 대한 통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검사 및 실시간 보호 유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 위협 요소 및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다양한 검사 및 실시간 보
호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버전 14부터 검사에서 클라우드에 설정된 완전한 정의에 액세스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의 정의를 수신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매일 오후 12시 30분에 능동 검사를 실행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또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새 정의가 수신되면 능동 검사를 실행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에
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실행 중지된 기본 시작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꺼져 있거나 절전 또는 대기 모드인 경우 예약 검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작되
거나 대기 또는 모드에서 해제되면 기본적으로 지정된 간격 내에 검사를 재시도합니다. 간격이 이미 만료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검사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예약 검사 시간까지 대기합니다. 누락된 예약
검사에 대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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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시스템에 매일 능동 검사가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비활성 위협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
우 매주 또는 매월 한 번 전체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검사는 더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소모하며 시스템 성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Table 88: 검사 유형

검사 유형 설명

자동 보호 자동 보호는 파일 및 이메일 데이터를 시스템에 쓰거나 시스템에서 읽을 때 이러한 파일 및 데이터를 지속적으
로 검사합니다. 자동 보호는 탐지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무효화하거나 제거합니다. Mac 클
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만 자동 보호가 지원됩니다.
버전 14부터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에서 자동 보호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서 최신
정의를 찾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용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다운로드 인사이트
(Windows만 해당).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사용자가 브라우저 및 기타 포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할 때 해당 파일을 검사하여
자동 보호 검사의 보안 수준을 높입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Symantec Insight의 평판 정보를 사용하여 다운
로드 시도를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자동 보호의 일부로 작동하며, 자동 보호가 실행되어 있어야 작동합니다.
이(가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Insight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정의 검사 관리자 정의 검사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모든 파일 및 프로세스를 검사하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합니다. 또한 관리자 정의 검사는 메모리 및 로드 포인트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리자 정의 검사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검사
예약 검사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지정된 시간에 실행됩니다. 동시에 예약된 검사는 모두 순서대로 실행
됩니다. 예약 검사 기간 중에 시스템이 꺼져 있거나 절전 또는 대기 모드인 경우 시스템이 손실된 검사를 재
시도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시작되거나 대기 또는 절전 모드에
서 해제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검사가 시작되거나 재시도 간격이 만료될 때까지 검사를
재시도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능동 검사, 전체 검사 또는 사용자 정의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
이언트 또는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용자 정의 검사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검사 설정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저장한 모든 검사를 다양한 검사의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템플릿을 사용하면 여러 정책을 구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검사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예약 검사는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를 검사
합니다.

• 시작 검사 및 트리거된 검사
시작 검사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온하면 실행됩니다. 트리거된 검사는 시스템에 새 바이러스 정의가 다
운로드되면 실행됩니다.

Note: 시작 검사 및 트리거된 검사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시 검사
요청 시 검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검사 명령을 선택하면 즉시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 탭 또는 로그에서 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대량의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또는 고위험 위협 요소
를 탐지하는 경우 통합 검사 모드가 사용됩니다. 검사가 재시작된 후 인사이트 조회가 사용됩니다.
검사가 정책이 이 검사에 정의한 것보다 높은 탐지 수준에서 탐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SONAR
(Windows만 해당).

SONAR는 제로 데이 공격에 대해 실시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SONAR는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정의가 위
협 요소를 탐지하기도 전에 공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SONAR는 지능형 기능과 파일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또는 파일을 판단합니다.
위협 요소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SONAR는 키로거,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의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악의적일
수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합니다.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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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형 설명

ELAM(멀웨어 차단 조
기 시작)
(Windows만 해당).

Windows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와 함께 작동합니다. Windows 8 및 Windows Server 2012부터만 지원
됩니다.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은 시스템을 시작할 때 타사 드라이버가 초기화되기 전에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대한 보호
를 제공합니다.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탐지 관리

자동 보호 유형
자동 보호는 파일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이메일 및 이메일 첨부 파일을 검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자동 보호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Symantec Mail Security와 같은 서버 기반 이메일 검사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자동 보호를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Mac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메일 자동 보호 검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Table 89: 자동 보호 유형

자동 보호 유형 설명

자동 보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거나 기록할 때 지속적으로 해당 파일을 검사합니다.
자동 보호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시작 시 로드됩니다. 모든
파일에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검사하고 보안 위험 요소가 설치되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 확장자로 파일을 검사하고, 원격 시스템의 파일을 검사하고, 플로피에 부트 바이
러스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파일을 복구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파일을 백
업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파일 확장자만 검사하도록 자동 보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보호는 선택한 확장
자를 검사할 때 파일 확장자가 바이러스에 의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파일 형식을 판별할 수 있습
니다.
이메일 자동 보호를 실행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자동 보호가 실행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 시
스템은 계속 보호됩니다. 대부분의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 때 임
시 폴더에 첨부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동 보호는 임시 폴더에 파일을 기록할 때 해당 파일을 검사하
고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지 탐지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감염된 첨부 파일을 로컬 드
라이브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하려고 할 때도 자동 보호가 바이러스를 탐지합니다.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Windows만 해당).

수신 Microsoft Outlook 이메일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사용자가 메시지를 읽고 첨부 파일을 열
때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검사합니다.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는 Microsoft Outlook 98-Outlook 2013(MAPI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용)
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는 32비트 및 64비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설치하는 동안, 패키지에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가 포함되어 있고 Microsoft Outlook이 이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를 설
치합니다.
느린 연결로 전송되는 대용량의 첨부 파일 다운로드는 메일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문서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Note: Microsoft Exchange Server에는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신
Symantec Mail Security for Microsoft Exchange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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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보호 유형 설명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Windows만 해당).
이 기능은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인바운드 인터넷 이메일 본문 및 이메일 첨부 파일에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지 검사하
고 아웃바운드 이메일 지능형 검사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는 POP3 및 SMTP 연결을 통해 암호화된 암호와 이메일을
지원합니다.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는 32비트 또는 64비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POP3 또는
SMTP를 SSL(Secure Sockets Layer)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보안 연결을 탐지하지만
암호화된 메시지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Note: 성능상의 이유로 서버 운영 체제에서는 POP3에 대한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검사는 Hotmail 또는 Yahoo! Mail과 같은 IMAP, AOL 또는 HTTP 기반 이메일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Lotus Notes 자동 보호
(Windows만 해당).
이 기능은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수신 Lotus Notes 이메일 첨부 파일에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검사합니다.
Lotus Notes 자동 보호 기능은 Lotus Notes 7.x 이상을 지원합니다.
설치하는 동안, 패키지에 Lotus Notes 자동 보호가 포함되어 있고 Lotus Notes가 이미 시스템에 설
치되어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Lotus Notes 자동 보호를 설치합니다.

검사 및 실시간 보호 유형

Windows 시스템에서 이메일 검사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모두 검사합니다.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는 이메일
메시지 또는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최종 사용자 라이센
스 계약"에 동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위험 요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이러한 다운로드는 일반적으로 악성 웹
사이트 또는 감염된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발생하며, 응용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도구가 시스템의 합법적인 취약점을 통해
설치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보안 위험 범주는 동적이고 Symantec에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서 바뀝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시만텍 보안 연구소 웹 사이트에서 특정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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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0: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위험 요소 설명

바이러스 실행할 때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복사본을 첨부하는 프로그램이나 코드 감염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첨부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다른 프로그램 및 파일에 첨부됩니다.
바이러스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위협 요소가 포함됩니다.
• 악성 인터넷 봇
인터넷을 통해 자동화된 태스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봇은 시스템 공격을 자동화하거나 웹 사이트로부터 정
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 웜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지 않고 복제하는 프로그램. 일부 웜은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
산되는 데 비해 그 밖의 다른 웜은 메모리에서만 복제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 트로이 목마
게임이나 유틸리티와 같이 무해한 대상에 숨어있는 프로그램.

• 혼합된 위협 요소
공격을 시작하고 전송하며 확산시키기 위해 서버 및 인터넷 취약점을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및 코드의 특
성과 조합한 위협 요소. 혼합된 위협 요소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급속도로 확산되어 손상을 줍
니다.

• 루트킷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숨어 드는 프로그램.

애드웨어 광고 컨텐츠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쿠키 시스템 또는 사용자 식별을 목적으로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이얼러 사용자가 모르거나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유료 정보 서비스나 FTP 사이트

에 접속하는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킹 도구 해커가 사용자의 시스템에 무단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해킹 도구 중 한 유형으로 개별 키스

트로크를 추적하여 기록하고 해커에게 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키스트로크 로거(keystroke logger)
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해커는 포트 검사 또는 취약점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킹 도구는 바이러스
생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크 프로그램 우스꽝스럽거나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작동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사용자
가 항목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면 휴지통을 마우스 커서에서 멀어지도록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응용 프로그
램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고의적으로 잘못 나타내는 응용 프로그램.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가짜 감염 항목을 제거
해야 한다는 보안 통지로 마스쿼레이딩됩니다.

유해 컨텐츠 차단 프
로그램

시스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거나 제한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은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모니터링 정보를 전송합니다.

원격 액세스 프로그
램

다른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자의 시스템을 공격 또는 변조할 수 있는 프
로그램.

보안 평가 도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액세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스파이웨어 시스템 활동을 몰래 모니터링하고 암호 및 기타 중요 정보를 탐지하며 다른 시스템으로 이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단독 실행 프로그램.
트랙웨어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컨트롤러 또는 해커 시스템에 정보를 전송하는 단독 실행 또는 추가 응

용 프로그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하는 파일 및 폴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특정 타사 응용 프로그램 및 일부 시만텍 제품의 존재를 탐지하면 이러한 파일 및 폴더
에 대한 제외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파일과 폴더를 모든 검사에서 제외합니다.

NOTE

시스템 임시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하면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폴더는 클라이언트
가 검사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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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능을 높이거나 오탐지 항목 수를 줄이기 위해 예외 정책에 파일 또는 폴더 예외를 추가하여 파일을 제외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특정 검사에 포함할 파일 확장자 또는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WARNING

검사에서 제외한 파일 또는 폴더는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생성한 제외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Windows 레지스트리의 다음 위치를 살펴보십시오.

• 32비트 시스템에서는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AV\Exclusions를
살펴보십시오.

• 64비트 시스템에서는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AV\Exclusions를 살펴보십시오.

WARNING

이 레지스트리를 직접 편집하지 마십시오.

Table 91: 파일 및 폴더 제외

파일 설명

Microsoft Exchang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Microsoft Exchange Server 버전에 대해 파일 및 폴더 검사 제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Exchange 5.5
• Exchange 6.0
• Exchange 2000
• Exchange 2003
• Exchange 2007
• Exchange 2007 SP1
• Exchange 2010
• Exchange 2013
• Exchange 2016
Exchange 2007의 경우 사용자 설명서에서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경우에 따라 일부 Exchange 2007 폴더에 대한 검사 제외는 직접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일부 제외를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해당 Microsoft Exchange 파일 및 폴더의 위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
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Microsoft Exchange를 설치하면 클라이언트에
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때 제외가 생성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파일과 폴더를 모두 제외하기 때문에 제외된 폴
더에서 파일 하나가 이동해도 해당 파일은 계속 제외된 채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reventing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rom scanning the Microsoft Exchange 2007
directory structure(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Forefront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Microsoft Forefront 제품에 대해 파일 및 폴더 제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Forefront Server Security for Exchange
• Forefront Server Security for SharePoint
• Forefront Threat Management Gateway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권장 제외 항목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Configuring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xclusions for Microsoft Forefront(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

클라이언트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로그 및 작업 파일에 대한 파일 및 폴더 제외
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합니다. 소프
트웨어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Active Directory를 탐지하면 자동으로 제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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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설명

시만텍 제품 클라이언트는 특정 시만텍 제품이 탐지되는 경우 적절한 파일 및 폴더 검사 제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음의 시만텍 제품에 대한 제외를 생성합니다.
• Symantec Mail Security 4.0, 4.5, 4.6, 5.0, 6.0 for Microsoft Exchange
• Symantec AntiVirus/Filtering 3.0 for Microsoft Exchange
• Norton AntiVirus 2.x for Microsoft Exchange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기본 데이터베이스(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또는 내장 데
이터베이스) 및 로그

Veritas 제품 클라이언트는 특정 Veritas 제품이 탐지되는 경우 적절한 파일 및 폴더 검사 제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기능은 12.1.6 MP4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eritas Backup Exec
• Veritas NetBackup
• Veritas System Recovery
Veritas Netbackup의 자동 제외에 대한 지원은 8.x로 끝났습니다.

선택한 확장자 및
Microsoft 폴더

관리자 정의 검사 또는 자동 보호 검사 유형의 경우 검사 대상 파일을 확장자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
자 정의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 파일을 폴더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 검사는 특정 확장
자만 검사하고 자동 보호 검사는 모든 확장자를 검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파일 및 Microsoft Office 파일의 경우 파일 확장자가 바이러스에 의해 변경되었더라도 자동 보호가 파
일 형식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모든 확장자 및 폴더를 검사합니다. 선택 해제한 모든 확장
자 또는 폴더는 해당 특정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검사에서 확장자를 제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자 및 Microsoft 폴더별로 파일을 제외하도록 결정한
경우 네트워크에 필요한 보호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
한 시간 및 리소스도 고려해야 합니다.

Note: 파일 시스템의 자동 보호 검사에서 제외한 파일 확장자는 다운로드 인사이트에서도 제외됩니다. 다운
로드 인사이트를 실행 중인 경우 검사하려는 확장자 목록에 일반 프로그램 및 문서의 확장자를 포함해야 합
니다. 또한 .msi 파일을 검사해야 합니다.

파일 및 폴더 예외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하
도록 할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는 파일 및 폴더 예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받은 편지함에 대한 파일 제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 시 검사 또는 예약 검사 중에 받은 편지함 파일에서 바이러스를 탐지한 경우 클라이언트
는 전체 받은 편지함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받은 편지함 파일을 제외하는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가 이메일 메시지를 열 때 클라이언트에서 바이러스를 탐지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해당 메시지를 검역소에
보관하거나 삭제합니다.

신뢰 파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는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을 생략합니다. 건너뛰려는 파일
의 신뢰 수준을 선택하거나 해당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검사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는 Windows 검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액세스한 파일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검사 설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기본 정책을 3개 제공합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균형 정책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높은 보안
높은 보안 정책은 미리 구성된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이 정책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높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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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능 정책은 높은 보안 정책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동일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은 주
로 자동 보호에 의존하여 선택된 파일 확장자로 파일을 검사하고 위협 요소를 탐지합니다.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은 보안과 성능 간 적절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Table 92: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균형 정책 검사 설정

설정 설명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

실행됨
다운로드 인사이트 악성 파일 탐지 수준이 수준 5로 설정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인사이트 작업은 무시입니다.
자동 보호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포함합니다.
• 모든 파일에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검사합니다.
• 보안 위험 요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제거합니다. 파일을 복구하기 전에 백업합니다. 제거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
관합니다.

•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검역소에 보관할 수 없는 파일을 기록합니다.
• 모든 플로피에서 부트 바이러스를 검사합니다. 부트 바이러스를 기록합니다.
• 시스템 사용자에게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통지합니다.

이메일에 대한 자동
보호

실행됨
다른 자동 보호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포함합니다.
• 압축 파일 내부에 있는 파일을 포함한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제거합니다. 제거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검역소에 보관할 수 없는 파일을 기록합니다.
• 시스템 사용자에게 탐지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SONAR 실행됨
• 고위험 지능형 탐지가 검역소에 보관됩니다.
• 모든 낮은 위험 지능형 탐지를 기록합니다.
• 통합 모드가 실행 중지됩니다.
• 탐지 시 알림 표시가 실행됩니다.
• 시스템 변경 탐지 작업이 무시로 설정됩니다.
•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가 고위험 위협 요소를 차단하고 저위험 위협 요소를 무시합니다.

관리자 정의 검사 예약 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설정을 포함합니다.
• 매일 오후 12:30에 능동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는 무작위로 수행됩니다.
• 압축 파일에 있는 파일을 포함한 모든 파일 및 폴더를 검사합니다.
• 메모리, 일반적인 감염 위치, 알려진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위치를 검사합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제거합니다. 파일을 복구하기 전에 백업합니다. 제거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
관합니다.

•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검역소에 보관할 수 없는 파일을 기록합니다.
• 손실된 검사를 3일 이내에 재시도합니다.
요청 시 검사는 다음과 같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압축 파일에 있는 파일을 포함한 모든 파일 및 폴더를 검사합니다.
• 메모리 및 일반적인 감염 위치를 검사합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제거합니다. 파일을 복구하기 전에 백업합니다. 제거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
관합니다.

•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검역소에 보관할 수 없는 파일을 기록합니다.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책 - 높은 보안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많은
설정을 포함합니다. 이 정책은 향상된 검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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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3: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높은 보안 설정

설정 설명

파일 시스템 및 이메
일에 대한 자동 보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균형 정책과 동일
자동 보호는 원격 시스템의 파일도 검사합니다.

SONAR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균형 정책과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모든 시스템 변경 이벤트를 차단합니다.

글로벌 설정 Bloodhound가 통합으로 설정됩니다.

Note: 통합 옵션을 사용하면 오탐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옵션은 고급 사용자에게만 권장됩니다.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높은 성능은 높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많은 설정을 포함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면 보안이 저해됩니다.

Table 94: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높은 성능 설정

설정 설명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균형 정책과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 악성 파일 탐지 수준이 수준 1로 설정됩니
다.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Lotus Notes 자동 보호*
*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지됨

SONAR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균형 정책과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모든 시스템 변경 이벤트를 무시합니다.
• 모든 동작 기반 정책 강제 실행 이벤트를 무시합니다.

관리자 정의 검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균형 정책과 동일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탐지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기본 작업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탐지 항목을 처리합니다. 일부 기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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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탐지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

탐지 설명

바이러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먼저 제거하려고 시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파일을 제거할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감염된 시스템의 검역소로 파일 이동
• 파일 액세스 거부
• 이벤트 기록

보안 위험 요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을 감염된 시스템의 검역소로 이동합니다. 또한 클
라이언트는 위험 요소의 부작용도 제거하거나 복구하려고 시도합니다.
보안 위험 요소를 검역소에 보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 수행하는 두 번째 작업은 위험 요소를 기록하
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역소에는 클라이언트가 수행한 모든 작업의 기록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제거와 복구를 시
도하기 전의 상태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SONAR가 탐지한 항목은 의심스러운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SONAR 구성의 일부로 이러한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SONAR 관리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에서 수행
하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작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다른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검사, 요청 시 검사 또는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해 다른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NOTE

쿠키를 기록하도록 지정한 경우가 아닌 한 위험한 쿠키는 항상 삭제됩니다. 쿠키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중 한 작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보안 위험 요소의 탐지 유형 목록은 동적이고 Symantec에서 새 범주를 발견함에 따라
바뀝니다. 새 정의가 수신되면 새 카테고리가 콘솔 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됩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에서 발견되는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파일을 검역소로 이동할지 여부를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검사, 요청 시 검사 또는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해 다른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역소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8 컴퓨터에서 탐지를 처리하는 방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Windows 8 바탕 화면을 모두 보호합니다. 하
지만 Windows 8 스타일 응용 프로그램 및 파일과 관련된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은 다른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과 다르게 작
동합니다.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호스트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 체제의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격리된 컨테이
너에서 구현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Windows 8 스타일 응용 프로그램 또는 파일에 영향을 주는 모
든 탐지 항목을 제거하거나 검역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및 파일과 관련된 모든 탐지 항목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탐지 항목을 삭제하거나 로그를 기록하기만 합니다.

Windows 8 스타일 응용 프로그램 및 파일과 관련이 없는 모든 탐지 항목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탐지
항목을 검역소에 보관하고 복구할 수 있으며 다른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작업을 설정할 때와 리포트를 실행할 때의 차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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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팝업 통지 정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탐지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로 예약 검사를 구성합니다. 

보안 네트워크의 Windows 시스템에 대해 예약 검사를 설정할 경우 다음 중요 포인트를 고려하십시오.

여러 검사가 차례대로 실
행됨

동일한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검사가 동시에 수행되도록 예약하면 검사가 차례대로 실행됩니다. 검사 하나
가 완료되면 다른 검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서 3개의 개별 검사가 오후 1시에 실행되도록 예
약할 수 있습니다. 각 검사는 서로 다른 드라이브를 검사합니다. 한 검사는 C 드라이브를 검사하고 나머지 두
검사는 D 드라이브와 E 드라이브를 각각 검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C, D, E 드라이브를 모두 검사하는 예약
검사를 하나 생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누락된 예약 검사가 실행
되지 않을 수 있음

어떤 이유로 시스템에 예약 검사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검사가 시작
되거나 특정 시간 간격이 만료될 때까지 검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재
시도 간격 내에 누락된 검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검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예약 검사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검사 기간이나 누락된 예약 검사 설정 때문에 마지막 검사가 다른 시간에 실행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예약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자정에 실행되며 재시도 간
격을 1일로 구성한 주간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검사를 누락하고 월요일 오전 6시에 시작되면
검사는 오전 6시에 실행됩니다. 이 경우 다음 검사는 다음 일요일 자정이 아니라 월요일로부터 일주일 후 오
전 6시에 수행됩니다.
화요일 오전 6시 전까지 시스템을 재시작하지 않아서 2일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재시도 간격이 초과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검사를 재시도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 일요일 자정까지 기다린 후 검
사 실행을 시도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검사를 임의 시간에 시작하면 검사의 마지막 실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Windows 설정에는 다른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용 가능하지 않은 일부 옵션이 포함됩니
다.

이 절차에서 사용되는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3. 검사 탭의 예약 검사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4. 예약 검사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 예약 검사 생성을 누르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예약 검사 추가 대화 상자의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이 예약 검사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7. 능동 검사, 전체 검사 또는 사용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8.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경우 검사에서 검사할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파일 형식에서 모든 파일 검사 또는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를 누르십시오.

NOTE

고급 검사 옵션에서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옵션을 실행 중지하거나 컨테이너 파일 확장자에 대한 특정 예
외를 생성하지 않은 경우 예약 검사에서 항상 컨테이너 파일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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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검사 향상 옵션에서 메모리, 일반적인 감염 위치 또는 잘 알려진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위치를 선택 또는 선택 해
제하십시오.

11.예약 탭의 검사 예약에서 검사를 실행할 빈도와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누락된 예약 검사의 재시도 설정은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12.누락된 예약 검사에서 누락된 검사를 실행하기 위한 옵션을 실행 중지하거나 재시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일시 중지되기 전까지의 최대 검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작 시간을 무작위화할 수도 있습니
다.

13.해당 검사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예약 검사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14.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파일 확장자 제외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로 예약 검사를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NOTE

Mac 설정에는 Windows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Mac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3. 검사 탭의 예약 검사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4. 예약 검사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 예약 검사 생성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5. 예약 검사 추가 대화 상자의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해당 검사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6. 검사 드라이브 및 폴더에 검사할 항목을 지정하십시오.

7. 예약 탭의 검사 예약에서 검사를 실행할 빈도와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8. 해당 검사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예약 검사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로 예약 검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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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Linux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3. 검사 탭의 예약 검사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4. 예약 검사 추가 대화 상자에서 예약 검사 추가를 누르십시오.

5. 예약 검사 추가 대화 상자의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이 예약 검사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6. 폴더 유형에서 모든 폴더 검사를 누르거나 검사할 폴더를 지정하십시오.

7. 파일 형식에서 모든 파일 검사 또는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를 누르십시오.

14.3 RU1부터는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옵션을 실행 중지하거나 컨테이너 파일 확장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를 생성하지 않
으면 예약 검사는 항상 컨테이너 파일을 검사합니다.

8. 추가 옵션 아래에서 보안 위험 요소 검사를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십시오.

9. 예약 탭의 검사 예약에서 검사를 실행할 빈도와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누락된 예약 검사의 재시도 설정은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10.누락된 예약 검사에서 누락된 검사를 실행하기 위한 옵션을 실행 중지하거나 재시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해당 검사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예약 검사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 시 검사 실행
관리 콘솔에서 원격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수동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을 차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정의를 업데이트하면 능동 검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더욱 광범위한 검사를 위해 요청 시 검사를
전체 검사 또는 사용자 정의 검사로 구성한 다음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검사 설정은 예약 검사 설정과 유사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우 능동 검사, 전체 검사 또는 사용자 정의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 정의 요청 시 검사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검사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 요청 시 검사를 위해 구성된 설정을 사용합니다.

NOTE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재시작 명령을 실행하면 검사가 중지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재시작되지만 검사는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콘솔의 시스템 상태 로그 또는 클라이언트 탭에서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선택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진행 중이거나 대기 상태에 있는 검사를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명
령을 확인하면 명령 상태 테이블이 새로 고쳐지고 취소 명령이 추가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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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검사할 그룹 또는 클라이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그룹에서 명령 실행 > 검사를 누르십시오.
• 시스템에서 명령 실행 > 검사를 누르십시오.

컨텐츠 업데이트 및 검사를 눌러 한 단계에서 정의를 업데이트한 다음 검사를 실행합니다.

4.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능동 검사, 전체 검사 또는 사용자 정의 검사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 차단 및 처리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검사 조정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리소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일부 검사 설정을
변경하여 성능을 훨씬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대부분의 태스크는 VM(가상 시스템) 상의 게스트 운영 체
제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실행하는 환경에 유용합니다.

Table 96: 검사를 조정하여 Windows 시스템에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태스크 설명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조정 및 압축 파일 옵션
수정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옵션 변경
검사 조정을 최고 응용 프로그램 성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검사를 구성하면
검사가 시작되지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만 실행됩니다. 새 정의를 받으면 능동 검사
가 실행되도록 구성할 경우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 중이면 최대 15분까지 검사가 지연됩니다.

• 압축 파일 검사 수준 변경
기본 수준은 3입니다. 수준을 1 또는 2로 변경하여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재시작 가능 검사 사용 볼륨이 큰 네트워크의 시스템의 경우 예약 검사가 재시작 가능 검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옵션은 검사를 실행하도록 지정된 기간을 제공합니다. 지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검사가 완
료되지 않으면 다음 예약 검사 기간에 해당 검사가 재시작됩니다. 이전에 중지된 위치부터 검사가 재시
작되어 전체 볼륨이 검사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기간 옵션은 서버에서 사용합니다.

Note: 시스템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재시작 가능 검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체 시스템 검사
가 완료될 때까지 실행되는 전체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기간 전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 재시작 가능 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자동 보호 설정 조정 파일 시스템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일부 설정을 조정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

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캐시
파일 캐시를 실행하십시오(기본적으로 실행됨). 파일 캐시가 실행되어 있으면 자동 보호에서 검사한
정상 파일을 기억하고 동일한 파일을 재검사하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
원격 시스템의 자동 보호 검사가 실행되어 있으면 파일이 실행될 때만을 실행하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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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모든 검사에서 신뢰할 수 있
는 파일을 건너뛰도록 허용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을 건너뛰는 Insight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기본
적으로 인사이트는 실행됩니다. 검사를 건너뛸 파일 형식에 대한 신뢰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Trusted 및 Community Trusted
이 수준은 시만텍 및 Symantec Community에서 신뢰하는 파일을 건너뜁니다.

• Symantec Trusted
이 수준은 시만텍에서 신뢰하는 파일만 건너뜁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검사 설정 수정
예약 검사를 임의 시간에 시
작

VM(가상 시스템)이 여러 개 배포된 가상 환경에서 동시에 검사가 실행되면 리소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서버는 100개 이상의 VM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VM에서 동시에 검사가
실행되면 서버의 리소스가 고갈됩니다.
검사를 무작위로 수행하여 서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가상화 환경에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무작위 검사

가상화된 환경에서 공유 인사
이트 캐시 사용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깨끗하다고 판단한 파일을 다시 검사할 필요
를 없애 줍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예약 및 수동 검사에 대해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서버나 가상 환경에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사용 실행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
작) 탐지 실행 중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은 Windows ELAM과 함께 작동하여 악성 시작 드라이버에 대한 차
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탐지 관리

Table 97: 검사를 조정하여 Mac 시스템에서 시스템 성능 향상

태스크 설명

유휴 시간 검사 실행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약 검사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은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만 예약 검사가 실행되도록 구성합니다.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압축 파일 설정 수정 자동 보호 및 요청 시 검사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지만 검사할 압축 파일의 수준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Table 98: 검사를 조정하여 Linux 시스템에서 시스템 성능 향상

태스크 설명

폴더 유형별 검사 기본값은 모든 폴더 유형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루트, 홈, Bin, 사용자 등과 선택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폴더가 안전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목록에서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유형별 검사 기본값은 모든 파일 유형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확장자가 안전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최대 3개 수준으로 확장하여 압축된 파일 내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준을 1 또는 2로 변경하여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 요소 검사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검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은 LiveUpdate를 통해 업데이트됩니
다. 보안 위험 검사는 검사 속도를 느리게 하지만 보안을 높입니다. 기본값은 보안 위험을 검사하는 것입
니다.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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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조정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 강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보호 수준을 기본 상태보다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와 Mac 및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가 다릅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수준을 높일 경우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Table 99: 검사를 조정하여 Windows 시스템의 보안 강화

태스크 설명

검사 설정 잠금 일부 설정은 기본적으로 잠기지만 사용자가 시스템 보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을 추가로 잠글 수 있
습니다.

관리자 정의 검사에 대한 설
정 수정

다음 옵션을 확인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 검사 성능
검사 조정을 최고 검사 성능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설정은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아니어도 검사가 실행됩니다.

• 예약 검사 기간
기본적으로 예약 검사는 지정된 시간 간격이 만료될 때까지 실행된 다음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되면 검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검사 기간을 완료될 때까지 검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2.1.6.x 이하 클라이언트에서 인사이트 조회 사용
인사이트 조회는 클라우드의 최신 정의 세트와 인사이트 평판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하여 지원
되는 포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검사하고 판단합니다.
12.1.6.x 이하 버전에서는 인사이트 조회의 탐지 수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버전 14부터는 12.1.6.x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사이트 조회만 실행 또는 실
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Warning! 인사이트 조회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중지한 경우 클라
우드 보호 기능이 완전히 실행 중지됩니다. 14에서 예약된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는 항상 클라우드
를 사용하여 포털 파일을 평가합니다. 자동 보호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포털 파일을 평가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의 정의를 수신하는 방법

더 강력한 검사 탐지 작업 지
정

탐지에 대해 검역소, 삭제 또는 종료 작업을 지정하십시오.

Note: 보안 위험 요소 탐지에 대해 삭제 또는 종료를 사용할 경우 주의하십시오. 이 작업으로 인해 일부
합법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Bloodhound 보호 수준 강화 Bloodhound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파일의 논리 지역을 찾아서 격리합니다. 탐지

수준을 자동에서 통합으로 변경하여 시스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설정을 사용하면
오탐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검사 설정 수정

자동 보호 설정 조정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캐시
자동 보호가 좋은 파일을 재검사하도록 파일 캐시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은 실행될 때만 검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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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0: 검사를 조정하여 Mac 및 Linux 시스템의 보호 수준 향상

태스크 설명

검사에 대한 압축 파일 옵션
수정

기본값은 압축 파일에서 3단계 깊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보호 수준을 높이려면 3단계로 그대로 두거나
3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 3단계로 변경하십시오.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자동 보호 설정 잠금 일부 설정은 기본적으로 잠기지만 사용자가 시스템 보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을 추가로 잠글 수 있
습니다. Mac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 자동 보호 실행을 누른 다음 잠금 아이콘을 눌러 설정
을 잠글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Linux 클라이언트용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더 강력한 검사 탐지 작업 지
정

탐지에 대한 검역소 또는 삭제(Linux만 해당) 작업을 지정하십시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Note: 보안 위험 탐지에 대해 삭제를 사용할 경우 주의하십시오. 이 작업으로 인해 일부 합법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자동 보호에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전송 클라이언트 및 기타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하려는 파일을 확인하는
다운로드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포털에는 Internet Explorer, Firefox, Microsoft Outlook, Outlook Express, Google Chrome, Windows Live
Messenger 및 Yahoo Messenger가 포함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파일의 평판에 대한 증거에 따라 다운로드된 파일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만 지원됩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메일에 대한 자동 보호를 설치하면 사용자가 이메일 첨부 파일로 수신한 파일도 검사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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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1: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태스크 설명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평판 데
이터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방법 확인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다운로드된 파일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명시적으로 평판 정보를 사용합니다. 다운
로드 인사이트는 시그니처 또는 지능형 기능을 사용하여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파일을 허용하는 경우 자동 보호 또는 SONAR는 사용자가 파일을 열거나 실행하면 해당 파일을 검사합
니다.
이(가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Insight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

다운로드 위험 요소 분포 리
포트를 보고 다운로드 인사이
트 탐지 항목 확인

다운로드 지원 도구 위험 요소 분포 리포트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탐
지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URL, 웹 도메인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리포트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용자가 탐지된 파일을 허용하도록 선택했는지 여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Note: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에 대한 위험 요소 상세 내역에는 다운로드를 시도한 첫 번째 포털 응용 프
로그램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탐지한 파일을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를 사용
하여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Firefox를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려
고 하면 위험 요소 상세 내역에 Internet Explorer가 포털로 표시됩니다.

리포트에 나타나는 사용자 허용 파일은 오탐지 항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용한 새로운 다운로드에 대한 이메일 통지를 받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통지 설정
사용자는 탐지에 대해 표시되는 통지에 응답하여 파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생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주별 리포트의 일부
로 이 리포트를 수신합니다.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설치 도중에 지정하거나 관리자 속성의 일부로 구
성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콘솔의 리포트 탭에서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리포트 실행 및 사용자 정의

특정 파일 또는 웹 도메인에
대한 예외 생성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특
정 웹 도메인에 대한 예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
는 방법 지정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제외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인증에 프록시를 사용할 경우 시만텍 URL을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
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Insight 및 기타 중요한 시만텍 사이트와 통
신하도록 허용합니다.

권장되는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ow to test connectivity to Insight and Symantec licensing servers(영문)
• Required exclusions for proxy servers to allow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to connect to

Symantec reputation and licensing servers(영문)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신뢰하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Windows 제어판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신뢰할 수
있는 로컬 인트라넷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신
뢰합니다 옵션이 실행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사용자가 해당 목록의 모든 사이트에
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허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와 4시간마다 인터넷 옵션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e: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명시적으로 구성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만 인식합니다. 와일드 카드가
허용되지만 라우팅 가능하지 않은 IP 주소 범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10.*.*.*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또한 인터넷 옵션 > 보안 >
인트라넷 네트워크 자동 탐지 옵션으로 검색된 사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조회가 실행되어 있
는지 확인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파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Symantec Insight의 평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사
이트 조회를 실행 중지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실행되지만 치명적 평판을 가진 파일만 탐지합니다. 인
사이트 조회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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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사용
자 정의

다음과 같은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수를 늘리거나 낮춥니다.
악성 파일 탐지 수준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탐지 항목 수를 늘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탐지 수준이
낮으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으로 탐지하는 파일이 적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파일이 많아집니
다. 오탐지 항목 수는 적어집니다.
탐지 수준이 높으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으로 탐지하는 파일이 많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파일
이 적어집니다. 오탐지 항목 수는 많아집니다.

• 악성 또는 검증되지 않은 파일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을 변경하십시오.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 또는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작업은 탐지 항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탐지 항목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은 파일에 대한 작업을 무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항상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허용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에게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에 대한 알림을 표시합니다.
통지가 실행된 경우 악성 파일 탐지 수준 설정은 수신되는 통지 수에 영향을 줍니다. 탐지 수준을 높
이면 총 탐지 항목 수가 증가하므로 사용자 통지 수가 늘어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도록 사용자 통지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실행한 경우 검증되지 않은 파일에 대한 작업을 무시로 설정하여 이러한 탐지 항목
을 항상 허용하고 통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탐지하고 작업이 메시지 표
시이면 사용자가 파일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허용하면 파일이 자동으
로 실행됩니다.
통지가 실행되고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하는 경우, 사용자는 검역소에 보관 작
업을 실행 취소하고 파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사용자가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허용할 경우 파일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에서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폴더 위치는 다음 중 하나입니
다.

– Windows 8 이상: Drive:\Users\username\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
– Windows Vista/7: Drive:\Users\username\AppData\Local\Microsoft\Windows\Temporary Internet

Files
– Windows XP(12.1.x 클라이언트의 경우): Drive:\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가 평판 탐지 관련
정보를 시만텍에 제출하도록
허용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평판 탐지 관련 정보를 시만텍으로 전송합니다.
시만텍에서는 평판 탐지 제출을 실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출된 정보는 시만텍이 위협 요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시만텍에 보내는 익명 또는 비익명 데이터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Symantec Insight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
단하는 방법
시만텍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와 Global Intelligence Network에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
다. 시만텍 제품은 이러한 수집된 정보를 Symantec Insight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Insight는
파일 평판 데이터베이스와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를 제공합니다.

시만텍 제품은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변형된 새 대상 위협 요소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이 데이터는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종종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로 지칭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회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회를 평판 조회, 클라우드 조회 또는 인사이트 조회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평판 등급

Symantec Insight는 각 파일의 위험 수준 또는 보안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을 파일의 평판이라고도 합니다.

 317



 

인사이트는 파일 및 파일의 컨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여 파일의 보안 등급을 판단합니다.

• 파일의 출처
• 파일이 사용된 기간
• 커뮤니티에서 파일의 보편성 수준
• 파일과 멀웨어의 관계와 같은 기타 보안 메트릭

인사이트 조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검사 기능은 Insight를 활용하여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을 판단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차단에는 다운로드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에서 탐지를 수행하려면 평판 정보가
필요합니다. SONAR에서도 평판 정보를 사용하여 탐지를 수행합니다.

인사이트 조회 설정은 클라이언트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책 > 설정 > 외부 통신 > 클라이언트 제출로 이동합니다.

인사이트 조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 클라이언트 관리 > 제출로 이동합니다.

버전 14부터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에서 인사이트 조회 옵션을 통해 자동 보호와 예약 및 수동 검사에서 파일 평판
정보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의 정의도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실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WARNING

다운로드 인사이트, SONAR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위협 요소 탐지를 위해 인사이트 조회를 사용합
니다. 인사이트 조회는 항상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를 실행 중지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실행 중지되고
SONAR 지능형 검색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파일 평판 제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평판 탐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위해 시만텍 보안 연구소로 전송합니다. 이 정보는 인사
이트의 평판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의 최신 정의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제출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을수
록 평판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도 높아집니다.

클라이언트의 평판 탐지 제출은 실행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고급 시스템 학습을 사용하는 방법
• 고급 시스템 학습의 작동 방식
• AML이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방식
• AML을 구성하는 방법
• 고급 시스템 학습 문제 해결

고급 시스템 학습의 작동 방식

AML(고급 시스템 학습) 엔진은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 파일이 양호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시만텍 보안 연구소는 악의적
인 속성을 인식하도록 엔진을 교육하고 AML 엔진이 탐지할 때 사용하는 규칙을 정의합니다. 시만텍은 랩 환경에서 다음 프
로세스를 사용하여 AML 엔진을 교육하고 테스트합니다.

• LiveUpdate가 AML 모델을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하여 며칠간 실행합니다.
• AML 엔진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악용되는 응용 프
로그램을 학습합니다.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모델에 대한 정보를 시만텍에 반환하는 Global Intelligence Network에 포
함됩니다.

• 시만텍이 클라이언트의 원격 측정 데이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ML 모델을 조정합니다.
• 시만텍이 악용 요소가 주로 공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도록 AML 모델을 수정합니다.

AML은 SDS(정적 데이터 검사기) 엔진의 일부입니다. SDS 엔진에는 에뮬레이터, ITCS(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
및 CoreDef-3 정의 엔진이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고급 시스템 학습을 인사이트 조회를 통해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다운로드 인사이트,
SONAR 및 바이러스/스파이웨어 검사에 사용합니다.

 318



 

AML이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방식

시만텍은 ITCS(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를 활용하여 AML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탐지한 항목이 올바른지 확인
합니다. 경우에 따라 AML은 ITCS를 확인한 후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AML 엔진에는 Symantec Insight가 필요하지 않지
만 시만텍은 이 피드백을 통해 AML 알고리즘을 교육함으로써 오탐지를 줄이고 정탐지를 늘립니다. 시스템이 온라인일 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평균적으로 위협 요소의 99%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의 정의를 수신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에뮬레이터가 멀웨어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법

AML을 구성하는 방법

고급 시스템 학습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LiveUpdate가 AML 정의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술이 실행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able 102: AML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태스크 설명

1단계: 클라우드 조회 가
용성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AML이 Symantec Insight에 제출하는 조회를 평판 조회, 클라우드 조회 또는 인사이트 조회라고 합니다. 인
사이트 조회를 실행하는 경우 SONAR 및 바이러스/스파이웨어 검사에 대한 AML 탐지의 오탐지가 줄어듭니
다.
인사이트 조회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가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Insight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
또한 클라이언트 제출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시만텍이 탐지 기술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
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2단계: Bloodhound 탐지
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Bloodhound 탐지 수준을 자동 또는 통합으로 설정하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검사 설정 수정
AML 엔진이 위험 요소가 높은 특정 파일을 발견하면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통합 검사를 수행합니다.
통합 검사 모드가 시작되면 다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검사가 재시작됩니다.
• 다음 통지가 클라이언트에 표시됩니다.

#### ### #### ## ### #### #### #####.
통합 모드에서는 오탐지를 추가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LiveUpdate가 보다
집중적인 정의를 다운로
드하는지 확인(14.0.1)(선
택 사항)

LiveUpdate는 항상 AML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14.0.1부터 LiveUpdate는 클라우드 기반의 낮은 대역폭 정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정의 세
트를 다운로드합니다. LiveUpdate를 통한 AML 컨텐츠 다운로드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Windows 클라이언트로: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LiveUpdate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 유형

4단계: 오탐지 처리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오탐지를 관리하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SONAR 오탐지 처리 및 방지
Best Practice whe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is Detecting a File that is Believed to be Safe(영문)

고급 시스템 학습 문제 해결

고급 시스템 학습 탐지에 대한 로그 및 리포트는 다른 SDS 엔진과 동일합니다. 최신 위협 요소에 대한 리포트를 보려면 네
트워크에서 탐지된 새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 요소 리포트를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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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부터 AML 탐지에 대한 예약 리포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페이지에서 예약 리포트 > 추가 > 시스템 상태 >
고급 시스템 학습(정적) 컨텐츠 배포를 누르십시오. 리포트가 나타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로그 보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에뮬레이터가 멀웨어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에는 사용자 정의 패커 공격의 멀웨어를 차단하는 강력한 최신 에뮬레이터가 도입되었습
니다. 자동 보호 및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 에뮬레이터는 검사 성능과 효율성을 이전 릴리스보다 10% 이상 향상시킵니다. 이
회피 차단 기술은 압축된 멀웨어 혼동 기술을 해결하여 사용자 정의 패커 안에 숨겨진 멀웨어를 탐지합니다.

사용자 정의 패커란?

많은 멀웨어 프로그램이 전송할 파일의 압축 및 암호화에 사용되는 "패커"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사용자의 시스템에 도달하는 즉시 메모리에서 실행됩니다.

패커 자체는 멀웨어가 아니지만 공격자는 멀웨어를 숨기고 코드의 실제 의도를 모호하게 하는 데 이 패커를 사용합니다. 멀
웨어가 압축 해제되면 악성 페이로드를 실행하고 시작하여 방화벽, 게이트웨이 및 멀웨어 탐지를 우회합니다. 이제 공격자
는 상용 패커(UPX, PECompact, ASProtect 및 Themida)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 정의 패커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정의 패
커는 독점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표준 탐지 기술을 우회합니다.

새로운 사용자 정의 패커의 다수가 다형성입니다. 이러한 패커는 코드 자체가 자주 변경되지만 멀웨어의 목적과 기능은 동
일하게 유지되는 탐지 차단 전략을 사용합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패커는 코드를 대상 프로세스에 주입하여 실행 순서를 변
경하고 압축 해제 프로그램 루틴을 빈번하게 따돌리는 똑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계산 집약적인 일부 사용자 정의 패커는
압축 해제를 어렵게 하는 특수 API를 호출합니다.

사용자 정의 패커는 늦게까지 공격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에뮬레이터가 사용자 정의 패커를 차단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고속 에뮬레이터는 멀웨어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
다. 실제로 이 에뮬레이터는 사용자 정의 패커로 압축된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량 가상 샌드박스에서 압축 해제하
고 제거합니다. 멀웨어가 페이로드를 완전히 실행하면 격리된 환경에서 위협 요소의 정보가 드러납니다. 바이러스 차단 엔
진 및 지능형 엔진이 포함된 정적 데이터 검사기가 페이로드를 처리합니다. 샌드박스는 사용 후 삭제되며 위협 요소를 처리
한 후 제거됩니다.

이 에뮬레이터에는 운영 체제, API 및 프로세서 명령을 흉내 내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가상 메모리를 관리하는 동시
에 다양한 지능형 검사 및 탐지 기술을 실행하여 페이로드를 검사합니다. 깨끗한 파일의 경우 평균 3.5밀리초, 멀웨어의 경
우 300밀리초 내에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데스크톱에서 파일을 누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에뮬레이터는 성능 및 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위협 요소를 탐지할 수 있으므로 클
라이언트 사용자의 작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며 가상 환경에서 최대 16MB의 메모리
를 사용합니다.

이 에뮬레이터는 고급 시스템 학습, 메모리 악용 완화, 동작 모니터링 및 평판 분석과 같은 다른 보호 기술과 함께 작동됩니
다. 경우에 따라 여러 엔진이 참여하고 협업하여 공격을 차단, 탐지 및 교정합니다.

에뮬레이터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뮬레이터가 사용자 정의 패커에서 추출한 멀웨어에 따라 정적 데이터
검사기 내의 엔진에 인터넷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고급 시스템 학습을 사용하는 방법

에뮬레이터를 구성하는 방법

에뮬레이터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만텍은 새로운
위협 요소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에뮬레이터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며 에뮬레이터 엔진에 대한 분기별 컨텐츠 업데
이트를 릴리스합니다. 기본적으로 LiveUpdate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와 함께 이 컨텐츠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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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에뮬레이터가 수행하는 탐지에 대한 개별 로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
험 요소 로그 및 검사 로그에서 탐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보기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역소 관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또는 SONAR가 위협 요소를 탐지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해당 파일을 클라
이언트 시스템의 로컬 검역소에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Table 103: 검역소 관리

태스크 설명

검역소의 파일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확인하여 너무 많은 파일이 누적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새 바이러스 확산이 발견되면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알 수 없는 감염 항목이 있는 파일은 검역소에 두십시오. 클라이언트가 새 정의를 수신하면 검역소의 항목을
재검사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의 파일 삭제 백업이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온 파일의 복사본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
습니다.
감염된 시스템에서 직접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콘솔의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 삭제

새 정의가 수신되었을
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검역소의
항목을 재검사하는 방법
구성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새 정의가 수신되었을 때 검역소의 항목을 재검사합니다.
자동으로 항목을 복구하고 복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에 따라 재검사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 구성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 저
장소 관리

기본적으로 검역소는 백업된 파일, 복구된 파일 및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기본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30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의 저장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저장할 로컬 폴더를 지정하십시오.
기본 폴더 또는 선택한 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검역소 폴더 지정

•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기를 지정하십시오.
검역소는 지정된 일 수가 지나면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또한 파일이 저장된 폴더가 지정된 크기
에 도달하면 해당 파일을 삭제하도록 검역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복구된 파일, 백업된 파일 및 검역
소에 보관된 파일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구된 파일, 백업 파일 및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기 지정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

감염되었거나 의심스러운 파일과 관련 부작용을 중앙 검역소 서버로 전달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도록 클라
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탐지 및 복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검역소의 시그니처 기반 탐지 항목이 기존 중앙 검역소 서버로 전송되도록 실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 검
역소의 평판 탐지 항목은 중앙 검역소 서버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 구성

로컬 검역소 폴더 지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검역소 보관 파일을 기본 검역소 폴더에 저장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른 로컬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경로를 입력할 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면 경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MMON_APPDATA%를 입
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 경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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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역소 관리

로컬 검역소 폴더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페이지의 Windows 설정에서 검역소를 누르십시오.

2. 일반 탭의 로컬 검역소 옵션에서 검역소 폴더 지정을 누르십시오.

3. 입력란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로컬 폴더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경로를 입력할 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면 경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MMON_APPDATA%를 입력할 수 있지만 상대 경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복구된 파일, 백업 파일 및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기 지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에서는 복구된 파일, 백업 파일 및 검역소 보관 파일이 지정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
으로 삭제됩니다. 파일이 저장된 폴더가 특정 크기에 도달하면 해당 파일을 삭제하도록 검역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제한을 모두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보다 오래된 모든
파일이 먼저 삭제됩니다. 삭제한 후에도 폴더 크기가 설정된 크기 제한을 여전히 초과한다면 디렉터리 크기가 제한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폴더의 크기가 지정된 제한 이하가 될 때까지 파일이 삭제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역소 관리

복구된 파일, 백업 파일 및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기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열고 Windows 설정에서 검역소를 누르십시오.

2. 정리 탭에서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는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고 시간 간격 및 최대 크기를 구성하십시오.

3. 확인을 누르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새 정의가 다운로드될 때 수행할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
언트는 기본적으로 검역소의 항목을 다시 검사한 후 자동으로 복구 및 복원합니다. 검역소의 특정 파일 또는 응용 프로그램
에 대한 예외를 생성한 경우 새 정의가 수신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파일을 복원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자동으로 검역소 서버에 제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 저장소를 사
용하여 환경에서 탐지된 위협 요소 샘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레드팀" 공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NOTE

버전 14에는 검역소 서버와 검역소 콘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의 설치 디스크에서 이러한 도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역소 관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Windows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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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열고 검역소를 누르십시오.

2. 일반 탭의 새 바이러스 정의를 받은 경우에서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3.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중앙 검역소 서버에 제출하려면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자동으로 검역소 서버
에 제출하도록 허용을 선택하고 서버 이름과 포트 번호를 지정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 삭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
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할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에 대한 로그에서 검역소에서 삭제 명령을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압축 파일에서 위험 요소를 탐지하면 압축 파일 전체가 검역소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 로그에는 압축 파일의 각 파일별로 별도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의 모든 위험 요소를 삭제하려면 압축
파일의 모든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서 파일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2. 로그 탭의 로그 유형 목록 상자에서 위험 로그를 선택한 다음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이 있는 로그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압축 파일에 포함된 파일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로그 보기에 압축 파일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설정의 제한 옵션을 사용하면 보기에 표시되는 항
목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4. 작업 목록 상자에서 검역소에서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5. 시작을 누르십시오.

6.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삭제를 누르십시오.

7.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이벤트에 대한 통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탐지에 대한 메
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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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4: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를 위한 태스크

태스크 설명

검사 탐지 메시지 사용자 정
의

Windows 및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우 다음 검사 유형에 대해 탐지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모든 자동 보호 유형
•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
예약 검사의 경우 각 검사에 대해 별도의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프로세스가 동일한 보안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할 경우 자동 보호
는 세 번 탐지 후 자동으로 통지 전송을 중지합니다. 자동 보호는 이벤트 로그도 중지합니다. 그러나 자동
보호가 통지 전송 및 이벤트 로그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지에 대한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
(로그만)일 경우 자동 보호는 계속해서 통지를 전송하고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우 모든 예약 검사, 요청 시 검사 및 자동 보호 탐지에 적용되는 탐지 메시지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 메시지는 macOS 알림 센터에 나타납니다. Mac에서는 이 메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에 대
한 사용자 통지 설정 변경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에 대해 수신하는 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SONAR 탐지에 대한 사용자
통지 설정 변경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SONAR 탐지에 대해 수신하는 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ONAR 관리

자동 보호 결과 대화 상자의
표시 여부 선택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에만 적용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자동 보호 이메일 통지 설정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자동 보호 이메일 검사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자동 보호는 이메일 통지를 전송하여 이메일 발송인과
지정한 다른 이메일 주소에 알립니다. 이메일 메시지에 경고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의 경우 자동 보호가 이메일을 검사할 때 검사 진행률에 대한 통지가 표시되도
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는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이메일 검사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검사 진행률 및 검
사 시작 또는 중지를 보도록
허용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를 표시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지연
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사 진행률을 보도록 허용할 경우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페이지에 검사 진행
률 대화 상자에 대한 링크가 표시됩니다. 다음 예약된 검사를 재예약하기 위한 링크도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Windows 시스템에서 검사 진행률을 보고 검사와 상호 작용하도록 허용

경고, 오류 및 확인 메시지 구
성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이벤트에 대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여러 유형의 알림을 실행 또
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서 팝업 통지 실행
또는 실행 중지

Windows 8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탐지 및 기타 중요 이벤트에 대해 나타나는 팝업 통지를 실행
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Windows 8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팝업 통지 실행 또는 실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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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팝업 통지 정보
Windows 8 시스템에서 멀웨어 탐지 및 기타 중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이벤트에 대한 팝업 통지는 Windows 8 스
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Windows 8 바탕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통지는 현재 표시된 인터페이스와 관계없이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Windows 8 바탕 화면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팝업 통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NOTE

Windows 8 구성에는 통지를 표시하거나 숨기는 설정도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팝업 통지는
Windows 8이 해당 통지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설정 창이나 PC 설정 변경 옵션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통지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8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사용자가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통지를 누르면 Windows 8 바탕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Windows 8 바탕 화면에서 통지를 누르면 통지가 사라집니다. 멀웨어 또는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탐지 항목의 경우
Windows 8 바탕 화면의 탐지 결과 대화 상자에서 탐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Windows 8 스타일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멀웨어나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
했음을 Windows 8에 알리면 앱 타일에 알림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타일을 누르면 Windows 앱 스토어가 나타나
므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8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팝업 통지 실행 또는 실행 중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8 컴퓨터에서 탐지를 처리하는 방식

Windows 8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팝업 통지 실행
또는 실행 중지
기본적으로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Windows 8 바탕 화면에 멀웨어 탐지 및 기타 중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이벤트에 대한 팝업 통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Windows 바탕 화면을 표시하여 통지를 생성한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앱 재다
운로드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이러한 팝업 통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에서 이 통지 유형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NOTE

Windows 8 구성에는 통지를 표시하거나 숨기는 설정도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통지는
Windows 8이 해당 통지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설정 창이나 PC 설정 변경 옵션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통지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8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Windows 8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통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의 클라이언트 탭에 있는 정책 탭의 위치별 설정에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 옆의 서버 제어를 누
르십시오.

2. 서버 제어 옆의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시오.

3.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 상자의 일반에서 Windows 알림 메시지 실행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
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Windows 8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팝업 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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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탐지 관리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은 시스템을 시작할 때 타사 드라이버가 초기화되기 전에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운영 체제가 완전히 로드되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시작되기 전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드라이
버로 로드되거나 루트킷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루트킷에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를 피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
다.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은 시작할 때 이러한 루트킷 및 문제 있는 드라이버를 탐지합니다. 

NOTE

ELAM은 Microsoft Windows 8 이상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Windows ELAM 드라이버와 통합되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ELAM 드라이버를 제공
합니다. 시만텍 ELAM 드라이버가 적용되려면 Windows ELAM 드라이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Windows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여 Windows ELAM 설정을 보고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문서를 확인하
십시오.

Table 105: ELAM 탐지 관리

태스크 설명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ELAM의
상태 보기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로그 보기

ELAM 탐지 보기 위험 요소 로그에서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탐지를 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이 불량 또는 불량 중요 드라이버 탐지를 Windows에 알 수 없
는 드라이버로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탐지 항목을
로그만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Windows ELAM은 알 수 없는 드라이버를 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

ELAM 실행 또는 실행 중지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옵션 조정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검사 조정

오탐지가 발생한 경우 ELAM 탐지
설정 조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 설정에는 불량 드라이버 및 불량 위험 드라이버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로 처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불량 위험 드라이버는 멀웨어로 식별되지만 시스템 시작에
필요한 드라이버입니다. 중요한 드라이버를 차단하는 오탐지가 발생한 경우 이 재정의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드라이버를 차단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te: ELAM은 개별 드라이버에 대한 특정 예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옵션은 전체 ELAM
탐지에 적용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옵션 조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
품에서 재조정할 수 없는 ELAM 탐
지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합
니다.

ELAM 탐지에 Power Eraser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로그에 Power Eraser를 실행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ower Eraser는 시만텍 도
움말 도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루트킷 모드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Power Eraser 분석 시작
SymDiag(Symantec Diagnostic Tool)로 시스템 문제 해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옵션 조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Microsoft ELAM 드라이버와 통합되어 시스템을 시작할 때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보
호하는 ELAM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이 설정은 Microsoft Windows 8 및 Windows Server 2012부터 지원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 드라이버는 가장 먼저 초기화되어 다른 시작 드라이버에서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특
수한 유형의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는 시작 드라이버를 탐지할 경우 드라이버의 상태(좋음, 불량 또는 알 수 없음)를
결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드라이버는 이 정보를 Windows로 전달하여 탐지된 드라이버의 허용 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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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LAM 탐지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없는 대신 모든 불량 드라이버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로 기록하는 글로벌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드라이버는 로드하도록 허용됩니다.

교정이 필요한 일부 ELAM 탐지의 경우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Power Eraser는 시만텍 도움말 도구의
일부입니다.

NOTE

로드하는 모든 드라이버를 자동 보호가 검사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 옵션을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의 정책 탭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보호 기능에서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를 선택하십시오.

3. 시만텍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실행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옵션을 실행하려면 Windows ELAM 드라이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Windows 그룹 정책 편집기 또는 레지스트리 편집
기를 사용하여 Windows ELAM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4. 탐지 항목을 기록만 하려면 탐지 설정 아래에서 Windows에서 드라이버 로드를 허용하도록 탐지를 알 수 없음으로 기
록을 선택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탐지 관리

SymDiag(Symantec Diagnostic Tool)로 시스템 문제 해결

평판 조회를 위해 프라이빗 Insight 서버를 사용하도록 사이트 구성
개인 클라우드용 Symantec Insight를 구매 및 설치한 경우 개인 Insight 서버 설정을 통해 인트라넷 서버에 클라이언트 평판
쿼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클라우드용 Symantec Insight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설치되
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인사이트 서버는 Symantec Insight의 평판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평판 조회는 Symantec의 Insight 서버가 아닌 프라이빗 인사이트 서버를 통해 처리됩니다.

개인 서버는 암호화된 보안 연결을 통해 Symantec Insight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Insight 데이터를 직접 업데이트하거
나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방법은 네트워크와
개인 클라우드용 Symantec Insight를 실행하는 서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라이빗 Insight 서버를 사용하면 Symantec에서 파일 평판에 대한 질문이나 제출 항목을 수신하지 못합니다.

평판 조회를 위해 프라이빗 Insight 서버를 사용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의 관리 페이지에서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2. 사이트를 선택한 다음 태스크에서 사이트 속성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프라이빗 Insight 서버 탭에서 프라이빗 Insight 서버 실행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름, 서버 URL 및 포트 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NOTE

기존 서버 URL을 잘못된 URL로 변경하면 클라이언트는 이전의 유효한 프라이빗 Insight 서버 URL을 사용
합니다. 서버 URL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URL을 입력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인 Symantec
Insight 서버를 사용합니다.

다음 하트비트에 클라이언트는 평판 조회를 위해 지정된 개인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가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Insight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

평판 조회 및 제출에 개인 서버를 사용하도록 클라이언트 그룹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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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조회 및 제출에 개인 서버를 사용하도록 클라이언트 그룹 구성
그룹에서 개인 인트라넷 서버로 클라이언트 평판 조회(인사이트 조회)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버는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장비 또는 개인 클라우드용 Symantec Insight 서버일 수 있으며 이를 구매하여 네트워크
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용 개인 서버 옵션입니다.

•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Symantec EDR 서버는 클라이언트 탐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후 분석을 제공합니다. Symantec EDR 서버를 사
용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모든 평판 쿼리(조회)와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제출 유형을 Symantec
EDR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Symantec EDR이(가) 조회 또는 제출을 시만텍에 전송합니다. 참고로, Symantec EDR은
(는) 바이러스 차단, SONAR 및 IPS 제출을 수신하지만 파일 평판 제출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항상 파일 평판 제출을 시만텍에 직접 전송합니다.

• 개인 클라우드용 Symantec Insight
이 옵션은 그룹의 클라이언트에서 개인 Insight 서버로 평판 조회 및 제출을 리디렉션합니다. 개인 Insight 서버는
Symantec Insight의 평판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개인 Insight 서버는 Symantec Insight 서버가 아닌 평판
조회를 처리합니다. 개인 Insight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탐지 관련 제출을 Symantec에 전송합니
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과의 연결이 끊긴 네트워크인 다크 네트워크에서는 개인 Insight 서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Symantec이 클라이언트 제출을 수신할 수 없게 됩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또한 개인 서버 구성을 다른 클라이언트 그룹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여러 개인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조치를 관리할 여러 서버 그룹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DR 서버를 실행하도록 선택한 경우 EDR 연결 상태가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관리 콘솔 로그 및 리
포트에도 나타납니다 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EDR 서버와 통신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최소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을 실행해야 합니다.

NOTE

그룹에 대해 개인 서버를 실행하면 해당 그룹의 12.1.5 이하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개인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Symantec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1.5 이하 클라이언트는 우선 순위 목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일 서
버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그룹을 개인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동하고 개인 서버 목록을 사용해야 하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정책 탭에서 외부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오.

3. 개인 클라우드 탭에서 개인 서버를 사용하여 내 데이터 관리를 누르십시오.

4. 사용 중인 서버 종류에 따라 Insight 조회 및 제출에 고급 위협 요소 차단 서버 사용 또는 Insight 조회에 개인 Insight 서
버 사용을 누르십시오.

우선 순위 목록에서 서버 유형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5. 클라이언트가 평판 조회 및 클라이언트 바이러스 차단과 SONAR 제출에 Symantec 서버를 사용하게 하려면 개인 서버
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Symantec 서버 사용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는 파일 평판 제출을 Symantec에 항상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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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 서버에서 추가 > 새 서버를 누르십시오.

7. 개인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프로토콜을 선택한 후 URL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8. 서버의 포트 번호를 지정하십시오.

9. 이 서버를 12.1.5 이하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단일 서버로 지정하려면 이 서버를 12.1.5 이하 버전 클라이언트의 개인
Insight 서버로 사용을 누르십시오. 12.1.5 이하 클라이언트는 서버 목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기존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하는 서버를 지정해야 합니다.

10.우선 순위 그룹을 추가하려면 추가 > 새 그룹을 누르십시오.

11.설정을 추가 클라이언트 그룹에 적용하려면 설정 복사를 누르십시오. 그룹 및 위치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관리자 정의 검사(예약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동 보호에 대한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106: Windows 시스템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태스크 설명

자동 보호 설정 사용자 정의 다음 설정에 대한 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 보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보호가 검사하는 파일 형식
• 자동 보호가 탐지하면 수행할 작업
• 자동 보호 탐지에 대한 사용자 통지
또한 파일 시스템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화 상자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Windows 시스템에서 이메일 검사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옵션 유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압축 파일
• 조정 옵션
• 고급 예약 옵션
• 탐지에 대한 사용자 통지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검사 작업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ELAM 설정 조정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 탐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ELAM 탐지에 오탐
지가 많은 경우 기본 탐지 설정을 재정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탐지 관리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조정 악성 파일 탐지 수준을 조정하여 탐지 항목 수를 늘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탐지에 대한 작업
과 사용자 통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사용자 정의

검사 작업 사용자 정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글로벌 검사 설정 사용자 정의 글로벌 검사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
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검사 설정 수정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에 대
한 기타 옵션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전송하는 위험 요소 이벤트 유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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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7: Mac 시스템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태스크 설명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
의

일반 설정 및 통지, 검사 우선 순위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가 오래된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경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Table 108: Linux 컴퓨터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태스크 설명

자동 보호 설정 사용자 정의 다음 설정에 대한 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 보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보호가 검사하는 파일 형식
• 자동 보호가 탐지하면 수행할 작업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 보호 탐지에 대한 사용자 통지
또한 파일 시스템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화 상자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도 있
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용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옵션 유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및 폴더 유형
• 압축 파일
• 보안 위험 요소
• 예약 옵션
• 탐지 작업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통지

검사 작업 사용자 정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에 대
한 기타 옵션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전송하는 위험 요소 이벤트 유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에 대한 기타 옵션을 사용
자 정의하는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Linux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설정 수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관리자 정의 검사(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동 보호에 대한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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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9: Mac 시스템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태스크 설명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
의

일반 설정 및 통지, 검사 우선 순위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가 오래된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경고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Linux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Linux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관리자 정의 검사(예약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보호에 대한 옵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110: Linux 컴퓨터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태스크 설명

자동 보호 설정 사용자 정의 다음 설정에 대한 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 보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보호가 검사하는 파일 형식
• 자동 보호가 탐지하면 수행할 작업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 보호 탐지에 대한 사용자 통지
또한 파일 시스템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화 상자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도 있
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용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옵션 유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및 폴더 유형
• 압축 파일
• 보안 위험 요소
• 예약 옵션
• 탐지 작업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통지

검사 작업 사용자 정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에 대
한 기타 옵션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전송하는 위험 요소 이벤트 유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에 대한 기타 옵션을 사용
자 정의하는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Linux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설정 수정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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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의 보호 기능에서 자동 보호를 누르십시오.

3.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자동 보호 실행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WARNING

자동 보호를 실행 중지하는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실행되더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4. 검사의 파일 형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모든 파일 검사
이 옵션은 기본값이며 가장 안전한 옵션입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이 옵션을 선택하여 검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낮아집니다.

5. 추가 옵션 아래에서 보안 위험 요소 검사를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십시오.

6.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을 눌러 자동 보호 검사를 트리거하는 작업 및 자동 보호에서 플로피 디스크 검사를 처리하는 방
법에 대한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네트워크 설정에서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를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여 네트워크 파일 자동 보호 검사 설정을 실행 또
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자동 보호는 원격 시스템의 파일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검사합니다.

검사 및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검사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9. 원격 시스템에 대한 파일 검사가 실행된 경우 네트워크 설정을 눌러 네트워크 검사 옵션을 수정하십시오.

10.네트워크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자동 보호가 자동 보호를 실행하는 원격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신뢰하도록 하는 설정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네트워크 캐시 옵션을 구성합니다.

11.확인을 누르십시오.

12.작업 탭에서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자동 보호에 대한 교정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3.통지 탭에서 통지 옵션 중 하나를 설정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14.고급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 시작 및 종료
• 다시 로드 옵션

15.추가 옵션에서 파일 캐시 또는 위험 요소 추적기를 누르십시오.

16.파일 캐시 또는 위험 요소 추적기를 구성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7.이 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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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동 보호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Mac 설정의 보호 기술에서 자동 보호 및 SONAR를 누르십시오.

3. 검사 상세 내역 탭의 맨 위에서 잠금 아이콘을 눌러 모든 설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십시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 자동 보호 실행
•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
•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
• 압축 파일 검사

5. 일반 검사 상세 내역에서 자동 보호가 검사할 파일을 지정하십시오.

NOTE

검사에서 파일을 제외하려면 지정한 폴더를 제외한 모든 위치 검사를 선택한 다음 예외 정책을 추가하여 제외
할 파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6. 마운트된 디스크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7.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에서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 실행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이 옵션은 버전 14.3 RU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통지 탭에서 통지 옵션을 설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Linux 클라이언트용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Linux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용 자동 보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NOTE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해 작업 탭, 통지 탭 및 고급 탭(9, 10 및 11단계)에서 옵션을 구성하는 기
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용 자동 보호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Linux 설정의 보호 기술에서 자동 보호를 누르십시오.

3.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자동 보호 실행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4. 검사의 파일 형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모든 파일 검사
이 옵션은 기본값이며 가장 안전한 옵션입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이 옵션을 선택하여 검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낮아집니다.
(14.3 RU1부터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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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옵션 아래에서 보안 위험 요소 검사를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십시오.

6.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을 눌러 자동 보호 검사 및 자동 보호가 압축 파일 검사를 처리하는 방식을 실행하는 작업에 대한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네트워크 설정에서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를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여 네트워크 파일 자동 보호 검사 설정을 실행 또
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자동 보호는 원격 시스템의 파일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검사합니다.

검사 및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검사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9. 작업 탭에서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자동 보호에 대한 교정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0.통지 탭에서 통지 옵션 중 하나를 설정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11.고급 탭에서 캐시 실행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캐시 크기를 설정하거나 기본값을 수락하십시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Linux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Windows 시스템에서 이메일 검사에 대한 자동 보호 사용자 정의
Windows 시스템에서 이메일 검사에 대한 자동 보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이메일 검사에 대한 자동 보호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 Lotus Notes 자동 보호*

*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실행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4. 검사의 파일 형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모든 파일 검사
이 옵션이 기본값이며 가장 안전한 옵션입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이 옵션을 선택하여 검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낮아집니다.

5.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6. 작업 탭에서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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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지 탭의 통지 아래에서 감염된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메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8. 이메일 통지 아래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 이메일 메시지에 경고 삽입
• 발송인에게 이메일 전송
•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전송

메시지 텍스트를 사용자 정의하고 경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의 경우 메일 서버도 지정해야
합니다.

9.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의 경우 고급 탭의 암호화된 연결에서 암호화된 POP3 또는 SMTP 연결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
지하십시오.

10.대량 메일 발송 웜에 대한 지능형 검사에서 아웃바운드 웜에 대한 지능형 검사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11.이 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약 또는 요청 시 검사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에 대한
검사 옵션을 설정하고 시스템 또는 검사 성능에 맞추어 검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예약 검사에서 사용자 정의할 예약 검사를 선택하거나 새 예약 검사를 생성하십시오.
• 관리자 요청 시 검사에서 편집을 누르십시오.

4.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고급 검사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압축 파일 탭에서 압축 파일 검사의 단계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수를 줄이면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조정 탭에서 최고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 또는 최고 검사 성능에 맞게 조정 단계를 변경하십시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5.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기존 12.1.x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 이전 버전인 경우 인사이트 조회 탭을 눌러 설정을 변경하여 인사이트 조
회가 평판 탐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예약 검사의 경우 예약 탭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 검사 기간
검사가 실행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일시 중지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
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검사 시작 시간을 무작위화할 수도 있습니다.

• 누락된 예약 검사
누락된 검사에 대한 재시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작업 탭에서 탐지 작업을 변경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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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지 탭에서 검사 중 탐지된 항목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통지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9. 확인을 누르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와 요청 시 검사는 별도로 사용자 정의합니다. 일부 옵션이 서로 다릅니다.

1.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Mac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3. 예약 검사에서 사용자 정의할 예약 검사를 선택하거나 새 예약 검사를 생성하십시오.

새 검사의 경우 수동으로 새 검사를 생성하거나 템플릿에서 예약 검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상세 내역 탭의 검사 드라이브 및 폴더에서 검사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5. 유휴 시간 검사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실행하면 시스템 성능이 향상됩니다. 옵션을 실행 중지
하면 검사 성능이 향상됩니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 정책에 포함된 다른 검사에 대한 검사 상세 내역을 편집하십시오.

7. 통지 탭에서 검사 탐지에 대한 통지 메시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십시오. 이 설정은 이 정책에 포함하는 모든 예약
검사에 적용됩니다.

8. 일반 설정 탭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 검사 옵션
• 작업
• 알림

이러한 옵션은 이 정책에 포함하는 모든 예약 검사에 적용됩니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요청 시 검사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바이러스 차단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페이지의 Mac 설
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11.관리자 요청 시 검사에서 편집을 누르십시오.

12.검사 상세 내역 탭의 검사 드라이브 및 폴더에서 검사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검사 탐지에 대한 작업을 지정하고 압축 파일 검사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13.통지 탭에서 탐지에 대한 통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메시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확인을 누르십시오.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336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약 또는 요청 시 검사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에 대한 검
사 옵션을 설정하고 시스템 또는 검사 성능에 맞추어 검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Linux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예약 검사에서 사용자 정의할 예약 검사를 선택하거나 새 예약 검사를 생성하십시오.
• 관리자 요청 시 검사에서 편집을 누르십시오.

4. 검사 상세 내역 탭에서 모든 폴더 검사를 선택하거나 검사할 특정 폴더를 지정하십시오.

5. 모든 파일 검사 또는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를 누르고 검사할 확장자를 지정하십시오.

14.3 RU1부터는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옵션에서 압축 파일의 검사 단계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수를 줄이면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보안 위험 요소 검사를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십시오.

8. 예약 검사의 경우 예약 탭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 검사 예약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등 검사 시행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예약 검사
누락된 검사에 대한 재시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작업 탭에서 탐지 작업을 변경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10.통지 탭에서 검사 중 탐지된 항목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통지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11.확인을 누르십시오.

Linux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Windows 클라이언트의 가상화 환경에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무작위 검사
예약된 검사를 무작위화하면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화는 가상화된 환경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실행할 검사를 예약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을 4시간으로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는
오후 8시에서 오전 12시 사이의 임의 시간에 시작됩니다.

가상화된 환경에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를 무작위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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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3. 새 예약 검사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기존 예약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4. 예약 검사 추가 또는 예약 검사 편집 대화 상자에서 예약 탭을 누르십시오.

5. 검사 예약에서 검사를 실행할 빈도를 선택하십시오.

6. 검사 기간에서 최대 검사 시간을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은 검사를 무작위화할 시간 간격을 제어합니다.

7. 이 기간 내 임의 시간에 검사 시작(VM에 권장)을 실행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포함된 그룹에 정책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검사 조정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Windows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검사 설정 수정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검사의 글로벌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수정하여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NOTE

이러한 옵션을 수정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Windows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검사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글로벌 검사 옵션을 누르십시오.

3. 다음 옵션을 구성하십시오.

인사이트 Insight에서는 검사가 시만텍이 좋은 것으로 신뢰하거나(더 안전) 커뮤니티에서 좋은 것으로 신뢰하는
(덜 안전) 파일을 건너뛰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Bloodhound Bloodhound는 알려지지 않은 다량의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해 파일의 논리 지역을 격리하고 위치를
찾아내어 바이러스와 유사한 활동에 대해 프로그램 논리를 분석합니다. 탐지 수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대한 암호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검사할 때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할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각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는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적용되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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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브라우저 홈 페이지를 변경한 보안 위험 요소를 복구할 때 사용하는 기본 URL을
지정하십시오.

• 위험 요소 로그 처리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 정의가 오래되었거나 손실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경고를 표시하십시오.
• 자동 보호 또는 관리자 정의 검사에서 가상 이미지를 제외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기타를 누르십시오.

인터넷 브라우저 보호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3. 로그 처리 탭에서 이벤트 필터링, 로그 보존 및 로그 집계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4. 통지 탭에서 글로벌 통지를 구성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5.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통지 관리

Linux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설정 수정
각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는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적
용되는 로그 처리 설정이 포함됩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그 처리 설정 수정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Linux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Linux 설정에서 기타를 누르십시오.

3. 로그 처리 탭에서 이벤트 필터링, 로그 보존 및 로그 집계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로그 보기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사용자 정의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오탐지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
성 파일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 평판 데이터에 대한 탐지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탐지
항목을 발견했을 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하는 통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사용자 정의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열고 다운로드 보호를 선택하십시오.

2. 다운로드 인사이트 탭에서 파일 평판에 따라 다운로드한 파일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탐지하도록 다운로드 인사이트
실행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 보호가 실행 중지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실행된 경우에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악성 파일 탐지 수준에 대한 슬라이더를 적절한 수준으로 이동하십시오.

탐지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으로 탐지하는 파일이 많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파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오탐지 수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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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옵션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검사하는 추가 기준으로 사용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파일 사용자 수: x명 이하
• 파일이 사용자에게 알려진 일 수: x일 이하

검증되지 않은 파일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해당 파일을 악성으로 탐지합니다.

5.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자동으로 신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6. 작업 탭의 악성 파일에서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을 지정하십시오.

7. 검증되지 않은 파일에서 작업을 지정하십시오.

8. 통지 탭에서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하십시오.

또한 다운로드 인사이트에서 탐지한 파일을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 표시되는 경고 메시지의 텍스트를 사용자 정의할 수
도 있습니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 변경
검사에서 항목을 탐지한 경우에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검사에는 제거, 검역소 보관, 삭제 또는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기록)과 같은 고유한 작업 세트가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 각 탐지 범주는 첫 번째 작업을 사용하여 구성되고 첫 번째 작업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작업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치료하려고 시도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파일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감염된 시스템의 검역소로 파일을 이동하고 해당 파일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모든 파일을 검역소로 이동합니다.

작업을 로그만으로 설정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감염된 파일을 생성하거나 저장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해당 파일을 삭제합니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파일 시스템의 관리자 검사, 요청 시 검사 및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교정 작업을 구성할 수도 있습
니다.

사용자가 이 정책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작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당 작업을 잠글 수 있습니다.

WARNING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주의하여 삭제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보안 위험 요소를 삭제하면 응용 프로그
램의 기능이 손실되기도 합니다. 보안 위험 요소가 영향을 주는 파일을 삭제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면 해당
파일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보안 위험 요소의 영향을 받는 파일을 백업하려면 검역소 보관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1. 옵션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Windows 또는 Linux 클라이언트에서 탐지 시 수행하는 작업을 변경하려면 바
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Windows 설정 또는 Linux 설정에서 검사(자동 보호 검사, 관리자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작업 탭의 탐지에서 멀웨어나 보안 위험 요소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각 하위 카테고리는 전체 카테고리에 설정된 작업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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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범주는 Symantec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새 정보를 습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3.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작업을 구성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멀웨어에 대해 구성된 작업 덮어쓰기를 선택한 다음 해당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작업을 설정하십시오.
NOTE

현재 시만텍이 위험 요소를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카테고리 아래에 하나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멀웨어 아래에 바이러스라는 하나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안 위협에 대해 구성된 작업 덮어쓰기를 선택한 다음 해당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작업을 설정하십시오.

4. 작업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해당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 카테고리를 탐지하면 수행할 첫 번째 및 두 번째 작
업을 선택하십시오.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주의하여 삭제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보안 위험 요소를 삭제하면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이 손실되기도 합니다.

5. 작업을 설정하려는 각 카테고리(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6. 이 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7. 옵션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Mac 클라이언트에서 탐지 시 수행하는 작업을 변경하려면 바이러스 및 스파
이웨어 차단 정책의 Mac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8.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예약 검사의 경우 일반 설정 탭을 선택하십시오.
• 요청 시 검사의 경우 검사 탭의 관리자 요청 시 검사에서 편집을 누르십시오.

9. 작업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
•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

10.요청 시 검사의 경우 확인을 누르십시오.

11.이 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검사 작업 확인 및 확인된 시스템 재검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사용자가 Windows 시스템에서 검사 진행률을 보고 검사와 상호 작용하도록 허용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를 표시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검
사 결과 대화 상자를 표시하도록 허용하면 사용자가 언제든지 관리자 정의 검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사 진행률을 보도록 허용할 경우 클라이언트 UI의 기본 페이지에 현재 실행 중인 검사의 검사 진행률을 보여 주
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다음 예약된 검사를 재예약하기 위한 링크도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검사 진행률을 보도록 허용할 경우 클라이언트 UI의 기본 페이지에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 검사가 실행되면 검사 중 메시지 링크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 링크를 눌러 검사 진행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예약된 검사를 재예약하기 위한 링크도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검사를 완전히 중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검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한
옵션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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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검사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 사용자가 검사를 일시 중지하면 다시 검사를 계속하거나 중단할 때까지 검사 결과 대화 상자가 열려 있는 채로 대기합
니다. 시스템이 종료된 경우 일시 중지된 검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휴 사용자가 예약 검사를 지정된 시간 동안 중지하는 경우 1시간 또는 3시간 동안 검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가능
한 횟수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검사를 중지하면 검사 결과 대화 상자가 닫혔다가 지정된 시간이 지
나고 검사가 다시 시작되면 다시 표시됩니다.

중지 사용자가 검사를 중지하면 일반적으로 검사가 즉시 중지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압축 파일을 검
사하는 동안 사용자가 검사를 중지하면 검사가 즉시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압축 파일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가 중지됩니다. 중지된 검사는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일시 중지된 검사가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NOTE

사용자는 Power Eraser 분석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일시 중지하거나 유휴 상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 사용되는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사용자가 Windows 시스템에서 검사 진행률을 보고 검사와 상호 작용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십시오.

3. 고급 탭의 검사 진행률 옵션에서 검사 진행률 표시 또는 위험 요소가 탐지된 경우 검사 진행률 표시를 누르십시오.

4. 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 진행률 표시기가 자동으로 닫히게 하려면 완료 후에 검사 진행 창을 닫음을 선택하십시오.

5. 사용자가 검사를 중지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6. 일시 중지 옵션을 누르십시오.

7. 검사 일시 중지 옵션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사용자가 검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려면 검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선택한 다음 시간
(분)을 입력하십시오. 범위는 3에서 180 사이입니다.

• 사용자가 검사를 지연시키거나 지정된 시간 동안 중지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려면 최대 유휴 설정 횟수 입력란에 1
에서 8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1시간 동안 검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3시간으로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3시간 동
안 검사를 유휴 상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동하도록 Windows 보안 센터
통지 구성
Windows XP 서비스 팩 3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사용하여 Windows
보안 센터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자 정의 검사 사용자 정의

NOTE

Windows XP SP3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만 모든 Windows 보안 센터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
이러스 정의가 오래되면 Windows 보안 센터 메시지 표시 옵션은 Windows Vista 및 Windows 7 이상에서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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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 클라이언트와 Windows 보안 센터 작동 방법 구성 옵션

옵션 설명 사용 시기

Windows 보안 센터 실행
중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Windows 보안 센터를 영구적
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
• 안 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Windows 보안 센
터가 항상 실행됩니다.

• 한 번. Windows 보안 센터가 한 번만 실행 중지됩
니다. 사용자가 Windows 보안 센터를 실행하면
다시 실행 중지되지 않습니다.

• 항상.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Windows 보안
센터가 영구적으로 실행 중지됩니다. 사용자가
Windows 보안 센터를 실행하면 즉시 실행 중지됩
니다.

• 복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이 이전
에 실행 중지한 경우 Windows 보안 센터가 실행
됩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Windows 보안 센터에서 제공
하는 보안 알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Windows 보안
센터를 영구적으로 실행 중지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알림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Windows 보안 센터에서 제공
하는 보안 알림을 받도록 하려면 Windows 보안 센
터를 영구적으로 실행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알림을 표시하도록 Windows 보안 센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보안 센터 내에
바이러스 차단 알림 표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바이러
스 차단 알림이 Windows 알림 영역에 표시되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의 Windows 알림 영역
에서 다른 보안 알림과 함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알림을 받도록 하려면 이 설정을 실행하십
시오.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되
면 Windows 보안 센터
메시지 표시

Windows 보안 센터에서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된 것
으로 간주하는 기간(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Windows 보안 센터는 30일 후 이 메시지를 보
냅니다.

Windows 보안 센터가 기본 기간(30일)보다 자주 클
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오래된 정의를 통지하도록 하려
면 이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15분마다 만료 기간, 정의 날짜 및
현재 날짜를 비교합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자동 업
데이트되므로 Windows 보안 센터에 만료 상태가 보
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의를 직접 업데이트하는
경우 Windows 보안 센터에서 정확한 상태를 보려면
최대 15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동하도록 Windows 보안 센터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
오.

1. 콘솔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기타를 누르십시오.

3. 기타 탭에서 Windows 보안 센터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보안 향상을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원격 측정 정보 제출
소개

용도

원격 측정 수집 실행

FAQ - 원격 측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능, 크기 조정 및 배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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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또는 데이터 수집이라고도 하는 원격 측정은 네트워크 보안 상태를 개선하고 제품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를 수
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원격 측정은 다음 유형의 정보를 폭넓게 수집합니다.

• 시스템 환경(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 내역 포함)
• 제품 오류 및 관련 이벤트
• 제품 구성의 효과

수집된 데이터는 시만텍으로 전송됩니다.

NOTE

시만텍 원격 측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만텍
은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원격 측정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성도 의도도 없습니다.

용도

시만텍은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의 제품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 시만텍 지원 서비스는 원격 측정을 사용합니다.
• 시만텍은 Risk Insight 프로그램의 일부로 원격 측정을 사용하여 위협 요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원격 측정 수집 실행

시만텍은 관리 서버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모두로부터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대역폭 문제를 방지하거나 클라이언트 데이터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 원격 측정 제출 기능을 실행 중지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작업 로그에서 제출 작업을 보고 대역폭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원격 측정 수집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선된 위협 요소 차단 인텔리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익명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 옵션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 관리 콘솔에서 관리자 > 서버 > 로컬 사이트 > 사이트 속성 > 데이터 수집으로 이동하고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설치 중 서버 데이터 수집 옵션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원격 측정 제출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2. 클라이언트 제출을 위한 개선된 위협 요소 차단 인텔리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익명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 옵션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관리 콘솔에서 그룹 수준으로 또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클라이언트
에 대해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 정책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설정 창에서 외부 통신 설정 > 제출을 선택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설정 변경 > 클리이언트 관리 > 구성 설정 > 제출로 이동하십시오.

기업의 모든 클라이언트는 그룹에 속합니다. 그룹에는 자체 정책이 있습니다. 상위 그룹의 정책을 상속하도록 그룹이 구성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제출은 그룹 전체 설정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 설정이 모든 그룹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십
시오.

NOTE

제출을 실행 중지하고 설정을 잠그면 사용자가 정보를 전송하도록 그룹의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고, 제출 유형을 선택하고 설정을 잠그면 사용자가 제출을 실행 중지할 수 없습니다. 설정을 잠그지
않으면 사용자가 추가 옵션에서 제출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이 최적의 위협 요소 차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위협 요소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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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합니까?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다음 테이블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Table 11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수집하는 정보 유형에 대한 상세 내역

유형 상세 내역

소프트웨어 구성, 제품 상세 내역
및 설치 상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Bloodhound 설정

Bloodhound의 실행 상태(실행 또는 실행 중지)와 수준(자동 또는 통합).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
어 차단 정책 > 글로벌 검사 옵션)

•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다운로드 인사이트의 실행 상태(실행 또는 실행 중지)와 다운로드 인사이트의 설정(탐지 수준
및 사용 정도 한계값 포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다운로드 보호)

• 자동 보호 설정
멀웨어 또는 보안 위험 요소에 구성된 재정의 작업.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자동
보호)

클라이언트 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각 그룹의 첫 번째 위치(일
반적으로 기본 위치)에서 정보를 보내도록 선택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클라이언트 모드: 클라이언트가 서버 제어, 클라이언트 제어, 혼합 모드를 사용하는지, 데이터
를 찾을 수 없는지 여부

• 푸시/풀 모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정책을 가져오는지, 요청하는지 여부
• 응용 프로그램 학습 실행 또는 실행 중지
• 하트비트 간격(분)
• 중요 이벤트 업로드 실행 또는 실행 중지
•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실행 또는 실행 중지, 무작위 수행 기간(분)
• 클라이언트가 최근에 사용된 그룹 설정을 사용하는지, 최근에 사용된 그룹 모드를 사용하는지
여부

• 클라이언트가 탐지 제출을 전송하는지 여부와 전송하는 유형(바이러스 차단 탐지, 파일 평판 또
는 SONAR)

• 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 무결성이 실행되는지 여부
• 도메인 수
• 모든 도메인의 총 그룹 수(<1500과 같이 근사치로 표시됨. 3,000을 초과하는 경우 >/= 3000으
로 전송됨)

• 모든 도메인에 있는 그룹의 최대 수준
• 전체 클라이언트 수
• 시스템 모드에 있는 클라이언트 수
• 사용자 모드에 있는 클라이언트 수
• OU(조직 단위) 그룹에 있는 클라이언트 수

라이센스 상태, 라이센스 자격 정
보, 라이센스 ID 및 라이센스 사용
량

해당 없음

장치 이름, 유형, OS 버전, 언어, 위
치,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IP 주소
및 ID

해당 없음

장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인벤토리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이언트 하드웨어에 대한 집계 정보를 전송합니다. 정보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디스크의 CPU, RAM 및 여유 디스크 공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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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세 내역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액
세스 구성, 정책 요구 사항 및 정책
컴플라이언스 상태 및 응용 프로그
램 예외 및 워크플로 실패 로그

시스템 관리 로그 항목에 대한 규칙 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대한 로그 항
목 수와 로그 항목이 만료되기까지 남은 일 수도 전송됩니다.
• 시스템 관리 로그
• 클라이언트-서버 작업 로그
• 감사 로그
• 시스템 서버 작업 로그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버전 또는 복제 실패와 같은 서버 복제 실패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보안 이벤트 정보, IP
주소, 사용자 ID, 경로, 장치 정보
(장치 이름 및 상태), 다운로드된 파
일, 파일 작업 등 가능한 위협 요소
에 연결된 정보

해당 없음

파일 다운로드, 작업 및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정보 및 멀웨어 제출
과 같은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평
판 정보

파일 평판 데이터는 평판에 따라 탐지되는 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 이러한 제출은 Symantec Insight 평판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하며 새로운 위험 요소와 최근 위험
요소로부터 사용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에는 파일 해시, 클라이언트 IP 해시, 파일을 다운로드한 IP 주소, 파일 크기 및 파일의 평판
점수가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예외 및 워크플로 실
패 로그

해당 없음

서비스 구성 중 또는 이후의 서비스
호출 중에 제공된 개인 정보

해당 없음

이름, 버전, 언어 및 라이센싱 자격
데이터를 포함하는 라이센싱 정보

해당 없음

SEP에 포함된 보호 기술의 사용 클라이언트 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각 그룹의 첫 번째 위치(일
반적으로 기본 위치)에서 정보를 보내도록 선택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특정 보호 기술이 실행되거나 실행 중지된 클라이언트의 수.
• 탐지를 위한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의 수 및 유형(예: 검역소에 보관, 로그만, 제거 등). 실
행된 보호 기술별로 전송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 유형에 대한 공유 정책의
수를 전송합니다. 이는 기본 정책 수에 사용자 정의 정책 수를 더한 수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
보가 포함됩니다.
• 도메인 수
• 다음과 같은 각 공유 정책의 수: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방화벽 정책
– 침입 차단 정책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
– LiveUpdate 정책
– 호스트 무결성 정책

•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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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세 내역

SEP의 구성을 설명하는 정보(예:
운영 체제 정보, 구체적인 서버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정보,
CPU 이름, 메모리 크기, 소프트웨
어 버전, 설치된 패키지의 기능)

다음과 같은 서버 정보:
• 복제 파트너 수
• 로그 데이터의 복제 여부
• 컨텐츠 데이터의 복제 여부
Linux 운영 체제 유형 및 커널 버전과 이 구성이 포함된 클라이언트 수가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작동 상태에 대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데이터베이스의 집계 정보가 포함되며 다음에 대한 개수 정보도 포함됩니다.
• 전체 클라이언트
• 축소 크기 클라이언트
• 표준 크기 클라이언트
• EWF 실행 클라이언트
• FBWF 실행 클라이언트
• UWF 실행 클라이언트
• Microsoft 하이퍼바이저 클라이언트
• VMware 하이퍼바이저 클라이언트
• Citrix 하이퍼바이저 클라이언트
• 알 수 없는 하이퍼바이저 클라이언트
LiveUpdate 리비전의 대략적인 수(예: <30)를 전송합니다.

잠재적 보안 위험 요소, 이식 가능
한 실행 파일 및 멀웨어로 식별된
실행 가능 컨텐츠가 있는 파일(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 대한 정
보(설치 시 이러한 파일에 의해 수
행된 작업에 대한 정보 포함)

• 바이러스 차단 탐지(Windows 및 Mac만 해당)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탐지에 대한 정보. 클라이언트가 제출하는 정보 유형에는 파일 해
시, 클라이언트 IP 해시, 바이러스 차단 시그니처, 공격자 URL 등이 포함됩니다.

• 바이러스 차단 고급 지능형 탐지(Windows만 해당)
Bloodhound와 다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지능형 기능이 탐지하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
에 대한 정보. 이러한 탐지 항목은 위험 요소 로그에 나타나지 않는 자동 탐지 항목입니다. 이러
한 탐지 관련 정보는 통계 분석에 사용됩니다.

• SONAR 탐지(Windows만 해당)
SONAR에서 탐지한 높은 또는 낮은 위험 요소 탐지 항목, 시스템 변경 이벤트 및 신뢰할 수 있
는 응용 프로그램의 의심스러운 동작과 같은 위협 요소 관련 정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 SONAR 휴리스틱 탐지(Windows만 해당)는 자동 탐지이며 위험 요소 로그에 나타나지 않습니
다. 이 정보는 통계 분석에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제출하는 정보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은 탐지 속성이 포함됩니다.
– 숨겨진 프로세스
– 리소스 사용량이 적은 프로세스
– 키스트로크 기록 또는 화면 캡처 동작
– 보안 제품의 실행 중지 동작
– 탐지 날짜 및 타임스탬프

액세스한 URL 및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집계 정보(예: 호스트 이름, IP
주소 및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통계
정보) 등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정보

다음이 포함됩니다.
• 네트워크 탐지 이벤트(Windows 및 Mac만 해당)

IPS 엔진별 탐지 정보(침입 차단). 클라이언트가 제출하는 정보에는 클라이언트 IP 해시, 공격자
URL, 탐지 타임스탬프, 공격자 IP 주소, IPS 시그니처 등이 포함됩니다.

• 브라우저 탐지 이벤트(Windows만 해당)
다운로드를 위해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입력하거나 누르거나 연결한 모든 URL.
다음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전송됩니다.
– 각 네트워크 연결(IP 주소, 포트 번호, 호스트 이름, 연결을 시작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
연결 이름, 연결당 바이트 수 포함)

– 장치 간 모든 파일 전송 작업(장치 ID, 전송 시간, 프로토콜, 파일 속성(유형, 이름, 경로, 크
기) 및 컨텐츠의 SHA-256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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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또는 오류 발생 시 SEP에서
발견된 이름 또는 파일 폴더에 개
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그와 같
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시만텍에
SEP의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
었는지 여부와 SEP에서 오류가 발
생했는지 여부를 알려 주는 SEP의
설치 및 작동 관련 상태 정보

해당 없음

익명 사용자에 대한 일반, 통계 및
상태 정보

해당 없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원격 측정 정보가 전송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클라이언트 작업 로그에서 제출 이벤트를 보십시오. 로그에 현재 제출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
오.

• 클라이언트 제출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프록시 예외를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 제출에 대한 프록시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
까?를 참조하십시오.

• 시만텍 서버에 대한 연결을 확인합니다. 기술 자료 문서(https://support.symantec.com/en_US/
article.TECH163042.html영문)를 참조하십시오.

• 클라이언트에 최신 LiveUpdate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SCD(제출 제어 데이터) 파일을 사용합니다. 시만텍은 SCD 파일을 게시하고 이 파일
을 LiveUpdate 패키지에 포함합니다. 모든 시만텍 제품에는 고유의 SCD 파일이 있습니다. SCD 파일은 다음과 같은 설
정을 제어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하루에 제출할 수 있는 제출 횟수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제출을 재시도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
– 실패한 제출을 재시도하는 횟수
– 제출을 수신하는 시만텍 보안 연구소 서버의 IP 주소

SCD 파일이 만료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제출 전송을 중지합니다. 시만텍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LiveUpdate 컨텐츠
를 7일 동안 검색하지 않으면 SCD 파일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클라이언트가 14일 후 제출 전송을 중지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제출 전송을 중지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제출 정보를 수집하여 나중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클라이
언트가 제출을 다시 전송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전송을 다시 시작한 후에 발생한 이벤트 정보만 전송합니다.

원격 측정 제출을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까?

예.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서버 데이터 수집 또는 클라이언트 제출 옵션을 수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보안 향상을 위해 가능한 많은 원격 측정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 크기 조정 및 배포

원격 측정에 소모되는 대역폭은 얼마입니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 제출을 조절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을 조절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만 샘플을 전송합니다. 이러한 유휴 제출은 네트워크에서 제출 트래픽이
무작위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고유 파일에 대한 샘플만 전송합니다. 시만텍에서 이미 알고 있는 파일인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
이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348

https://support.symantec.com/en_US/article.TECH163042.html
https://support.symantec.com/en_US/article.TECH163042.html


 

NOTE

이러한 제출의 데이터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차단 제출은 일반적으로 4KB를 초
과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IPS 제출의 크기는 약 32KB입니다.

클라이언트 제출에 대한 프록시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Windows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제출 및 기타 외부 통신용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프록시를 인증에 사용하는 경우 프록시 서버 구성에서 시만텍
URL에 대한 예외를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Insight 및 기타 중요한 시만텍 사이
트와 통신하도록 허용합니다.

프록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제출 및 기타 외부 통신용 프록시 서버 지정

시만텍 URL의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symantec.com/en_US/article.TECH162286.html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
해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몇 가지 유형의 익명
정보를 시만텍에 제출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정의 분석을 위해 비익명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클
라이언트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정보 제출 여부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버 데이터 및 클라이언트 제출은 네트워크 보안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이란?

익명 클라이언트 제출이란?

비익명 클라이언트 제출이란?(Windows에만 해당)

개인 정보 관련 주의 사항

대역폭 사용량 관련 주의 사항

서버 데이터 수집이란?

서버 데이터는 시만텍이 탐지 기술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익명 정보를 시만텍에 제출합니다.

• 이름, 버전, 언어 및 라이센싱 자격 데이터를 포함하는 라이센싱 정보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호 기능 사용 현황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관련 정보. 이 정보에는 운영 체제 정보, 서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CPU 크
기, 메모리 크기 및 설치된 패키지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기능이 포함됩니다.

설치 중에 서버 제출 설정을 변경하거나 콘솔에서 서버의 사이트 속성 > 데이터 수집 탭으로 이동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NOTE

서버 데이터 수집을 항상 실행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클라이언트 제출이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탐지, 네트워크 및 구성과 관련된 익명 정보를 자동으로 시만텍 보안 연구소
에 제출합니다. 시만텍에서는 이 익명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위협 요소와 변화하는 위협 요소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제품
성능도 향상시킵니다. 익명 데이터는 특정 사용자를 직접 식별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전송하는 탐지 정보에는 바이러스 차단 탐지, 침입 차단, SONAR 및 파일 평판 탐지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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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Mac 클라이언트 제출에는 SONAR 또는 파일 평판 제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클라이
언트 제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시만텍에 보내는 익명 정보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 네트워크의 보안 향상
• 제품 성능 최적화

그러나 클라이언트에서 일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정책상 클라이
언트 시스템에서 외부 주체로 네트워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클라이언트 제출을 실행 중
지하는 대신 네트워크 정보 제출과 같은 단일 제출 유형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NOTE

클라이언트 제출 기능을 항상 실행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기능을 실행 중지하면 사용자의 조직에
서만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오탐지의 신속한 해결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멀웨어 관련 정보
가 없으면 위협 요소에 대한 제품 대응 및 시만텍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시만텍에 보내는 익명 또는 비익명 데이터 관리

이(가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Insight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

비익명 클라이언트 제출이란?

시만텍에 비익명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정보는 보안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
며, 이를 이용해 시만텍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시만텍으로부터 맞춤형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시만텍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
다.

•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시만텍에 보내는 익명 또는 비익명 데이터 관리

개인 정보 관련 주의 사항

시만텍은 클라이언트 제출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실행 파일만 제출해 주십시오.
• 경로 이름에서 사용자 이름이 제거됩니다.
• 시스템 및 회사는 익명화된 고유 값으로 식별됩니다.
• IP 주소는 지리적 위치 식별에 사용된 후 제거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Privacy statement(영문)

대역폭 사용량 관련 주의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클라이언트 제출이 네트워크 대역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클라이언트 작업 로그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전송한 제출 정보의 유형을 볼 수 있으며 대역폭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클라이언트 제출이 네트워크 대역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로그 보기

클라이언트가 시만텍에 보내는 익명 또는 비익명 데이터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탐지에 대한 익명 정보를 시만텍에 제출하여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위협 요소와 변화하는 위협 요소를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는 위협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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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고 시스템 보호를 사용자 정의하기 위한 시만텍의 역량을 강화해 줍니다. 최대한 많은 탐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탐지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출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제출하는 탐지 유형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시만텍 원격 측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은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원격 측정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성도 의도도 없습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 제출에는 SONAR 또는 파일 평판 제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클라이
언트 제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제출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선택한 다음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2. 설정 창에서 외부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오.

3. 클라이언트 제출 탭을 선택하십시오.

4. 개선된 위협 요소 차단 인텔리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익명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 옵션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십
시오.

5. 파일 평판 같은 특정 제출 유형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려는 경우 추가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6. 시만텍이 후원하는 사용자 정의 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자 정의 분석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개인 식별 가능
한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WARNING

이 옵션을 선택하면 시만텍에 비익명 정보가 전송됩니다. 시만텍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클
라이언트 식별 가능 데이터를 시만텍에 공유하려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7.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NOTE

Mac 클라이언트에서 IPS ping 제출을 실행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ow to disable IPS data submission o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 clients(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클라이언트 제출이 네트워크 대역폭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 제출을 조절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제출을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만 샘플을 전송합니다. 이러한 유휴 제출은 네트워크에서 제출 트래픽이
무작위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고유 파일에 대한 샘플만 전송합니다. 시만텍에서 이미 알고 있는 파일인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
이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SCD(제출 제어 데이터) 파일을 사용합니다. 시만텍은 SCD 파일을 게시하고 이 파
일을 LiveUpdate 패키지에 포함합니다. 모든 시만텍 제품에는 고유의 SCD 파일이 있습니다.

SCD 파일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제어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하루에 제출할 수 있는 제출 횟수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제출을 재시도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
• 실패한 제출을 재시도하는 횟수
• 제출을 수신하는 시만텍 보안 연구소 서버의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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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 파일이 만료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제출 전송을 중지합니다. 시만텍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LiveUpdate 컨텐츠
를 7일동안 검색하지 않으면 SCD 파일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클라이언트가 14일 후 제출 전송을 중지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제출 전송을 중지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제출 정보를 수집하여 나중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클라이
언트가 제출을 다시 전송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전송을 다시 시작한 후에 발생한 이벤트 정보만 전송합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클라이언트 제출 및 기타 외부 통신용 프록시 서버 지정
Windows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제출 및 기타 외부 통신용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프록시를 인증에 사용하는 경우 프록시 서버 구성에서 시만텍 URL에 대한 예외를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Insight 및 기타 중요한 시만텍 사이트와 통신하도록 허용
합니다.

다음과 같은 프록시 구성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록시 서버 설정에 시만텍 URL에 대한 예외를 포함해야 합니다.

• 프록시 서버를 인증에 사용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외부 통신 대화 상자에서 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지정하는 프록시 서버
사용 옵션을 선택합니다.

• 브라우저의 인터넷 옵션에서 자동 탐지 또는 자동 구성을 사용합니다.

자동 탐지 또는 자동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록시 서버 설정에서 시만텍 URL에 대한 예외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
니다. 외부 통신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 사용을 선택하고 인증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제출 및 기타 외부 통신용 프록시 서버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의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그룹을 선택한 다음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설정 또는 위치별 설정에서 외부 통신을 누르십시오.

3. 프록시 서버(Windows) 탭의 HTTP 프록시 구성에서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
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권장되는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ow to test connectivity to Insight and Symantec licensing servers(영문)
• Required exclusions for proxy servers to allow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to connect to Symantec reputation and

licensing servers(영문)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SONAR 관리
SONAR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위협 요소 사전 차단의 일부이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바이
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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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 SONAR 관리

태스크 설명

SONAR 작동 원리 알아보기 SONAR가 알 수 없는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SONAR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는
보안 네트워크에서 SONAR를 사용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ONAR

SONAR가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가장 완벽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려면 SONAR를 실행해야 합니다. SONAR는
몇 가지 다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과 상호 작용합니다. SONAR에는 자동 보호 기능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탭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위협 요소 사전 차단이 실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ONAR 설정 조정

SONAR의 기본 설정 확인 SONAR 설정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입니다.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검사 설정

인사이트 조회가 실행되어 있는
지 확인

SONAR는 평판 데이터와 지능형 기능을 사용하여 탐지를 수행합니다.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중지하
면 SONAR가 지능형 기능만 사용하여 탐지를 수행합니다. 오탐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SONAR
가 제한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출 대화 상자에서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오탐지를 확인하기 위해 SONAR
이벤트 모니터링

SONAR 로그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요소 리포트에서 SONAR 탐지 결과 리포트를 보고 탐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오탐지 확인을 위한 SONAR 탐지 결과 모니터링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SONAR 설정 조정 SONAR가 탐지하는 일부 위협 요소 유형에 대한 탐지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탐지 항목 수를
줄이려면 탐지 작업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높은 위험 또는 낮은 위험 지능형 탐지 항목에 대한 통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ONAR 설정 조정
SONAR 오탐지 처리 및 방지

사용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응
용 프로그램을 SONAR에서 탐지
하지 못하게 차단

SONAR가 탐지한 파일 또는 응용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항
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허용하려는 특정 파일, 폴더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
한 예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SONAR가 검역소에 보관한 항목의 경우 SONAR 로그에서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지 항목을 기록하고 허용하도록 SONAR 작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도록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 SONAR 작업을 검역소에 보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높은 위험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을 로그만 기록으로 설정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잠재적
인 위협 요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ONAR 오탐지 처리 및 방지
SONAR가 일부 응용 프로그램을
검사하지 않도록 방지

일부 경우 SONAR가 검사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코드를 주입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지거
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 폴더 또는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SONAR가 DNS 또는 호스트 파
일을 변경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방법 관리

SONAR 정책 설정을 사용하여 SONAR가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을 탐지하는 방법을 전체적으
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ONAR 설정 조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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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클라이언트가 SONAR 탐지 관련
정보를 시만텍에 제출하도록 허
용

시만텍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제출을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탐지 항목에 대해
제출하는 정보는 시만텍이 위협 요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만텍에서 오탐
지 항목 수가 적은 더 나은 지능형 기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SONAR
SONAR는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에서 실행될 때 이를 탐지하는 실시간 보호 기능입니다. SONAR는
위협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정의가 생성되기 전에 위협 요소를 탐지하므로 "제로 데
이" 보호를 제공합니다.

SONAR는 지능형 검사와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롭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 요소를 탐지합니다. SONAR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추가적인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 기존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침입 차단, 메모리 악용 완화 및 방화벽 보
호 기능을 보완합니다.

SONAR는 시만텍의 온라인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사전 로컬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새로운 위
협 요소를 탐지하는 지능형 검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SONAR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변경 또는 동작
도 탐지합니다.

NOTE

자동 보호도 Bloodhound라는 지능형 검사를 사용하여 파일에 의심스러운 동작이 있는지 탐지합니다.

SONAR가 Windows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당 응용 프로
그램에 몇 가지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삽입은 응용 프로그램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일, 폴더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러한 유형의 모니터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ONAR는 응용 프로그램 유형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동작 방식에 따라 탐지를 수행합니다. SONAR는 응용 프로그램 유형
과 관계없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악의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 목마 또는 키로거가
악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SONAR는 이를 탐지하지 않습니다.

SONAR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탐지합니다.

지능형 위협 요소 SONAR는 지능형 기술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 의심스럽게 활동하는지, 높은 위험인지 낮은 위험
인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협 요소가 높은 위험인지 낮은 위험인지를 판단합니다.

시스템 변경 SONAR는 DNS 설정 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파
일을 탐지합니다.

악의적 활동을 나타내는
신뢰하는 응용 프로그램

신뢰하는 파일이 의심스러운 활동과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SONAR는 이러한 파일을 의심스러운 활동 이
벤트로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문서 공유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를 실행 중지할 경우 높은 위험 및 낮은 위험 파일을 탐지하는 SONAR의 기능이 제한됩니다. 인사이트 조회(평판
조회)를 실행 중지할 경우 SONAR의 탐지 기능도 제한됩니다.

SONAR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시스템의 SONAR 관리

검사에서 항목 제외

SONAR 오탐지 처리 및 방지
SONAR는 특정 내부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오탐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중지한
경우 SONAR의 오탐지 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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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SONAR 설정을 변경하여 전반적인 오탐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NAR가 오탐지하는 특정 파일 또는 특정 응용 프
로그램에 대해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WARNING

높은 위험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을 로그만 기록으로 설정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허
용될 수 있습니다.

Table 114: SONAR 오탐지 처리

태스크 설명

SONAR 높은 위험 지능형 탐지를
기록하고 응용 프로그램 학습 사용

높은 위험 지능형 탐지에 대한 탐지 작업을 짧은 시간 동안 로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
간 동안 응용 프로그램 학습이 실행되도록 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사용자
가 네트워크에서 실행하는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학습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탐지한 일부 항목이
검역소에 보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이 시간이 지난 후 탐지 작업을 다시 검역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Note: 낮은 위험 지능형 탐지에 대해 통합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오탐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합
모드는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ONAR 설정 조정
안전한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하도
록 SONAR에 대한 예외 생성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ONAR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ONAR 로그를 사용하여 탐지되어 검역소에 보관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생성

SONAR 로그에서 오탐지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검역소에 보관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검역소에서 해당 항목을 다시 검사한 후 복원합니다. 검역
소에 있는 항목은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된 정의를 받은 후 다시 검사됩니다.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Windows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 구성

•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특정 파일 이름, 폴더 이름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지정합니
다.
전체 폴더를 SONAR 탐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이 위치한 폴더
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ONAR 설정 조정
SONAR 작업을 변경하면 오탐지 항목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SONAR 작업을 변경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
되는 탐지 항목 통지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도메인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하면 일부 옵션 옆에 클라우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집중 보호 정책을 사용하
는 경우 이 정책은 14.0.1 클라이언트에 대한 옵션만 재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ONAR 설정을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SONAR를 선택하십시오.

2. SONAR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NOTE

SONAR를 실행하면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SONAR가 실행된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를 실행 중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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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상세 내역에서 높음 또는 낮음 지능형 위협 요소에 대한 작업을 변경하십시오.

낮은 위험 탐지에 대한 통합 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낮은 위험 탐지에 대한 SONAR 탐지 수준을 높
입니다. 오탐지 항목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통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십시오(선택 사항).

5. 시스템 변경 이벤트에서 DNS 변경이 탐지됨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이 탐지됨에 대한 작업을 변경하십시오.

NOTE

메시지 표시 작업 실행 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많은 통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시 이외의 모든 작업은
실행 시 콘솔에 많은 로그 이벤트가 생성되며 관리자에게 이메일 통지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WARNING

작업을 차단으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S 변경이 탐지됨에 대한 작업을 차단으로 설정하면 VPN 클라이언트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호
스트 파일 변경이 탐지됨에 대한 작업을 차단으로 설정하면 호스트 파일에 액세스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를 사용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DNS 또는 호스트 파
일을 변경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생성

6.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에서 높은 위험 또는 낮은 위험 탐지에 대한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ONAR를 실행 중지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SONAR 관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오탐지 확인을 위한 SONAR 탐지 결과 모니터링
클라이언트는 SONAR 탐지 결과를 수집하고 관리 서버로 업로드합니다. 결과는 SONAR 로그에 저장됩니다. 

정상 프로세스와 보안 위험 요소 프로세스를 확인하려면 로그에서 다음 열을 보십시오.

이벤트 이벤트 유형 및 클라이언트가 프로세스에서 수행한 작업(예: 제거 또는 기록). 다음 이벤트 유형을 찾으십시오.
• 가능한 정상 프로세스가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 이벤트에 나열됩니다.
• 보안 위험 요소일 수 있는 항목이 보안 위험 요소 발견 이벤트에 나열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름.
응용 프로그램 유
형

SONAR 검사가 탐지한 멀웨어의 유형입니다.

파일/경로 프로세스가 시작된 경로 이름.

이벤트 열에서는 탐지된 프로세스가 보안 위험 요소인지 또는 가능한 정상 프로세스인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
견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 요소는 정상 프로세스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발견된 보안 위험 요소는 악성 프로세스이거
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유형 및 파일/경로 열에 나오는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보면 타사에서 개발한 정상 응용 프로그램임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탐지 확인을 위한 SONAR 탐지 결과를 모니터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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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모니터 > 로그를 누르십시오.

2. 로그 탭의 로그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SONAR를 누르십시오.

3. 시간 범위 목록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검사 설정을 변경한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4. 추가 설정을 누르십시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5. 이벤트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로그 이벤트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탐지된 이벤트를 모두 보려면 모두를 선택하십시오.
• 보안 위험 요소로 평가된 프로세스를 보려면 보안 위험 요소 발견을 누르십시오.
•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평가 및 기록된 프로세스를 보려면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을 누르십시오.

6.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7. 정상 응용 프로그램 및 보안 위험 요소를 확인한 다음에는 예외 정책에 이를 위한 예외를 생성하십시오.

SONAR 로그 창에서 직접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임의 변경 방지 설정 변경
임의 변경 방지를 사용하면 서버 및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시만텍 응용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
의 변경 방지는 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보안 위험 요소 등 시만텍 제품 이외의 프로세스가 시만텍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시만텍 리소스를 수정하는 시도를 차단하거나 기록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변경 방지가 탐지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변경 방지 설정은 선택한 그룹 전체에 대해 구성됩니다.

임의 변경 방지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정책 탭의 설정에서 일반 설정을 누르십시오.

3. 임의 변경 방지 탭에서 Symantec Security 소프트웨어가 임의 변경되거나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십시오.

4. 응용 프로그램이 시만텍 보안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 또는 종료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아래의 목록 상자에서 다음 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임의 변경 방지 예외 생성

응용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잠금 및 장치 제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시스템 잠금을 사용합니
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사용하여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시스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
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만 허용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관리하려면 장치 제어를 사용합니다. 

WARNING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시스템 잠금은 숙련된 관리자만 구성해야 하는 고급 보안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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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태스크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잠금 및 장치 제어를 사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 멀웨어의 응용 프로그램 침입을 차단합니다.
•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한합니다.
• 사용자의 구성 파일 변경을 차단합니다.
• 특정 레지스트리 키를 차단합니다.
• 특정 폴더(예: \WINDOWS\system)를 차단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를 구성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시스템 잠금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합니다.
•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실행 또는 로드하려고 시도하는 거의 모든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또는 멀웨어를 차단하십시오.

시스템 잠금은 시스템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Note: 시스템 잠금을 신중히 구현하지 않으면 네트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에서는
특정 단계에서 시스템 잠금을 구현하도록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정책 탭에서 시스템 잠금을 구성합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

장치 제어 • USB, 적외선 및 FireWire 장치와 같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연결된 다양한 유형의 장치를 차단하거나 허
용합니다.

• 직렬 포트 및 병렬 포트를 차단하거나 허용합니다.
장치 제어 관리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는 둘 다 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시스템에서 지원됩니다.

버전 14부터 Mac 시스템이 장치 제어를 지원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사용하여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시스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
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레지스트리 키,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이
허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비정규 프로세스를 통해 종료할 수 없는 응용 프로그램 및 DLL을 호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룹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설정하십시오.

Table 115: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단계 설명

정책을 열고 기본 응용 프로그램 제
어 규칙 세트 실행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에는 사전 정의된 규칙 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칙 세트는 기본적으
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어떤 세트라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룹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규칙 세트는 테스트 모드보다는 프로덕션 모드에서 구성됩니다. 하지만 프
로덕션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전에 설정을 테스트 모드로 변경하고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규칙을 테
스트해야 합니다.
기본 응용 프로그램 규칙 실행 및 테스트

추가적인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추가(선택 사항)

기본 규칙 세트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규칙 세트와 규칙을 추가합니다. 일반적
으로 고급 관리자만 이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자 정의 규칙 추가

응용 프로그램 예외 추가 응용 프로그램 제어는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 응용 프로그램 검사를 위한 코드를 삽입하며 이로 인
해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서 일부 응용 프로그램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파일 예외 또는 폴더 예외를 추가합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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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 보기 새로운 정책을 테스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로그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이벤트를 모니터
링해야 합니다.
테스트 모드와 프로덕션 모드 모두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이벤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
램 제어 및 장치 제어 이벤트는 제어 로그에 표시됩니다.
단일 응용 프로그램 제어 항목에 대한 중복 또는 여러 로그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plorer.exe가 파일을 복사를 시도하는 경우 파일의 액세스 표시의 쓰기 및 삭제 비트를 설정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이 작업을
차단하여 복사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 explorer.exe는 액세스 표시의 삭제 비트만 사용하여 파일을
복사하려고 시도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복사 시도에 대한 다른 이벤트를 기
록합니다.
로그 보기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실
행 또는 실행 중지하는 것을 금지
또는 허용(선택 사항)

드물기는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 제어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일부 안전 응용 프로그램
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
다. 혼합 모드 또는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대화 상자에 있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장치 제어를 실행 및 실행 중지하도록 허용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시스템 잠금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

기본 응용 프로그램 규칙 실행 및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는 하나 이상의 규칙으로 구성된 기본 규칙 세트가 포함됩니다. 기본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설치됩니다. 기본 규칙 세트는 설치할 때 실행 중지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에서 기본 규칙 세트를 사용하려면 이를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그룹에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사전 정의된 규칙에 대한 설명은 Hardening Symantec Edpoint Protection (SEP) with an Application and
Device Control Policy to increase security(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태스크에서 USB 드라이브에 쓰기 차단 규칙 세트를 실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응용 프로그램 규칙 세트를 실행하려면 콘솔에서 정책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를 누르고 태스크에서 응용 프
로그램 제어 정책 추가를 누르십시오.

2. 개요 창에서 정책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3.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누르십시오.

4. 응용 프로그램 제어 창에서 구현하려는 각 규칙 세트 옆의 실행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USB 드라이브에 쓰기 차단 규칙 세트 옆에 있는 실행 열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5. 규칙 세트의 규칙을 검토하려면 규칙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자 정의 규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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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덕션을 테스트(로그 기록만)로 변경하십시오.

7. 그룹에 정책을 할당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8. 규칙 세트 USB 드라이브에 쓰기 차단을 테스트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십시오.

9. Windows 탐색기를 열고 USB 드라이브를 두 번 누르십시오.

10.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로 만들기 > 폴더를 누르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제어가 적용된 경우 폴더를 생성할 수 없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잠금 및 장치 제어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 정책 구조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 정책 구조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제어는 하나 이상의 규칙 세트를 포함합니다. 각 규칙 세트는 하나 이상의 규칙을 포함합니다. 각 규칙의
속성, 조건 및 작업을 구성합니다.
– 규칙은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합니다.
– 조건은 규칙에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지정된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조건에는 지정된 작업이 발견되었을 때
수행할 작업도 포함됩니다.

– 규칙 및 조건을 추가할 때 조건의 특정 속성과 조건 충족 시 수행할 작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조건 유형마다 속성이 다
릅니다.

• 장치 제어에는 차단되는 장치 목록과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두 목록에 장치를 추가하고 내
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 구조에는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구성 요소와 이 두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
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잠금 및 장치 제어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자 정의 규칙 추가

장치 제어 관리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자 정의 규칙 추가
기본 규칙 세트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규칙 세트와 규칙을 추가합니다. 정책과 함께 설치된 사전 정의
된 규칙 세트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규칙 세트는 작업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하나 이상의 규칙을 유지하는 컨테이너입니다.
• 규칙 세트의 규칙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합니다. 모니터링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 각 규칙에는 특정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조건 및 작업이 포함됩니다. 각 조건에 대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행할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구성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 응용 프로그램
을 작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 정책 구조

응용 프로그램 규칙을 직접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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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에 사용자 정의 규칙 세트 및 규칙 추가(선택 사항)
• 2단계: 규칙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정의(선택 사항)
• 3단계: 규칙에 조건 및 작업 추가(선택 사항)
• 4단계: 규칙을 프로덕션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테스트

1단계: 사용자 정의 규칙 세트 및 규칙 추가

베스트 프랙티스는 특정 태스크를 허용, 차단 및 모니터링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하는 규칙 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태스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규칙 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이동식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시도를
차단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면 규칙 세트를 두 개 만들어야 합니다.
수에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규칙 세트 및 규칙을 추가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tTorrent는 Peer-to-Peer 파일 공유에 사용되며 안전하지 않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BitTorrent는 동영상, 게임,
음악 및 기타 파일을 배포합니다. BitTorrent는 위협 요소를 배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Peer-to-Peer 네트워
크를 통해 공유된 파일 내부에 멀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사용하여 BitTorrent 프로토콜에 대한 액세
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er-to-Peer 인증 및 침입 차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eer-to-Peer 인증을 구성하여 원격
시스템 차단

규칙을 구성할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의 순서와 조건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관리자만 이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을 추가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사용자 정의 규칙 세트 및 규칙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여십시오.
기본 응용 프로그램 규칙 실행 및 테스트

2. 응용 프로그램 제어 창의 기본 규칙 세트 목록 아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사전 정의된 규칙 세트를 수정하려면 규칙 세트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BitTorrent 프로토콜에 액
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려면 이동식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실행 차단 [AC2]를 선택하십시오.

3.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추가 대화 상자에서 규칙 세트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4. 규칙 아래에서 규칙 1을 선택하고 속성 탭에서 규칙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다른 규칙을 추가하려면 추가 > 규칙 추가를 누르십시오.

2단계: 규칙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정의

각 규칙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당 규칙이 모니터링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
다. 또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규칙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를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규칙을 선택하고 속성 탭에서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옆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2.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응용 프로그램 이름 또는 프로세스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예: bittorrent.exe).
특정 응용 프로그램 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규칙을 적용하려는 경우 이 단계에서 모두(*)에 대한
와일드카드를 정의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하지 않음 옆에 예외 응용 프로그램을 나열하십
시오.

3.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 규칙 실행 확인란이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규칙에 조건 및 작업 추가

조건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각 조건 유형에는 해당 조건
이 찾을 대상을 지정하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각 조건에는 조건이 참일 때 프로세스에 대해 수행하는 특정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이 항상 조건이 아니라 규칙에 대해 정의
한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종료 작업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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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프로세스 종료 작업은 호출자 프로세스 또는 요청을 수행한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호출자 프로세스는 조건이
아니라 규칙에 정의한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작업은 조건에 정의된 대상 프로세스에 대해 작동합니다.

조건 설명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레지스트리 설정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의된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프로세스 시작 시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프로세스 시작 기능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프로세스 종료 시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프로세스 종료 기능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응용 프로그
램을 중지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고: 프로세스 종료 시도 조건에서는 대상 프로세스를 참조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또는 다른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해 프로세스 종료 시도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세
스 종료 작업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강제 종료하려는 프로세스를 강제 종
료하십시오.

DLL 로드 시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DLL 로드 기능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1. 규칙에서 이전에 추가한 규칙을 선택하고 추가 > 조건 추가를 누른 다음 조건을 선택하십시오.
규칙에 사용할 조건을 선택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예를 들어 프로세스 시작 시도를 누르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BitTorrent 프로토콜에 액세스하는 시점에 대한 조건을 추
가하십시오.

2. 속성 탭에서 시작되어야 하거나 시작되지 않아야 하는 프로세스를 선택하십시오.
– 시작할 프로세스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 객체에 적용 옆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 프로세스를 시작에서 제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하지 않음 옆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3. 객체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프로세스 이름, DLL 또는 레지스트리 키를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BitTorrent를 추가하려면 해당 파일 경로와 실행 파일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예: C:\Users\UserName
\AppData\Roaming\BitTorrent).
특정 폴더의 모든 프로세스에 조건을 적용하려는 경우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는 folder_name\* 또는 folder_name\*
\* 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표 한 개는 지정된 폴더의 모든 파일과 폴더를 포함합니다. 지정된 폴더의 모든 파일 및
폴더와 모든 하위 폴더의 모든 파일 및 폴더를 포함하려면 folder_name\*\*를 사용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조건의 작업 탭에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Firefox를 시작하려고 하는 Textpad를 차단하려면 액세스 차단을 누르십시오.

6. 로그 실행 및 사용자에게 통지를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 사용자에게 표시하려는 메시지를 추가하십시오.
예를 들어 Textpad tries to launch Firefox를 입력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새 규칙 세트가 표시되고 테스트 모드로 구성됩니다. 새 규칙 세트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쳐
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을 추가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베
스트 프랙티스를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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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6: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프랙티스 설명 예

규칙 순서 고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은 첫 번째 규칙 비교 기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
규칙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목록의 첫 번째 규칙만 적용됩니다. 단, 규칙에
설정된 작업이 기타 규칙 계속 처리인 경우에는 예외
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USB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이동, 복사
및 생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Test.doc라는 파일에 대한 쓰기 액세스를 허용하는 조
건이 포함된 기존의 규칙을 갖고 있는데 이 기존 규
칙 세트에 모든 USB 드라이브를 차단하는 두 번째 조
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USB 드라이브
에서 Test.doc 파일을 계속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습
니다. 규칙 세트에서 Test.doc 조건에 대한 액세스 허
용이 USB 드라이브에 대한 액세스 차단보다 앞에 옵
니다. USB 드라이브에 대한 액세스 차단 조건은 목록
에서 앞에 오는 조건이 참일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작업 사용 프로세스 종료 시도 조건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호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이 조건은 사용자가 파일 메뉴에서 종료를 누르는 것
처럼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중지를
허용하거나 차단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탐색기는 열리거나 로드된 DLL 프로세스와
해당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리소스를 표시하는 도구입
니다.
프로세스 탐색기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려고
할 때 프로세스 탐색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종료 시도 조건 및 프로세스 종료 작업을 사
용하여 이 규칙 유형을 생성하십시오. 프로세스 탐색
기 응용 프로그램에 조건을 적용합니다. 프로세스 탐
색기가 종료하지 않도록 할 응용 프로그램에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목표당 하나의 규칙 세트
사용

특정 태스크를 허용, 차단 또는 모니터링하는 모든 작
업을 포함하는 규칙 세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모든 이동식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시도를 차단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
하지 못하게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규칙 세트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규칙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종료 작업은 신
중히 사용

프로세스 종료 작업은 프로세스가 구성된 조건을 만
족할 때 호출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고급 관리자만 프로세스 종료 작업을 사용해야 합니
다. 일반적으로 액세스 차단 작업을 대신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프로세스가 Winword.exe를 시작할 때마다
Winword.exe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규칙을 생성하고 이 규칙에 프로세스 시작 시도 조
건과 프로세스 종료 작업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Winword.exe에 조건을 적용하고 규칙을 모든 프로세
스에 적용했습니다.
이 규칙이 Winword.exe를 종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규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Windows 탐색기에서 Winword.exe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 구성을 가진 규칙이 Winword.exe가 아닌
Explorer.exe를 종료합니다. 사용자는 직접 실행할 경
우 여전히 Winword.ex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상 프로세스 또는 Winword.exe를 차단하는 액세스
차단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프로덕션 환경에 배치하
기 전에 규칙 테스트

규칙 세트에 대한 테스트(로그 기록만) 옵션은 작업을
기록하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작업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프로덕션 모드로 전환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 모드에서 규칙을 실행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를 검토하여 규칙이 계획대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테스트 옵션은 규칙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여줍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자 정의 규칙 추가

규칙에 사용할 조건을 선택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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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사용할 조건을 선택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열기, 파일에 대한 쓰기 또는 파일 공유를 차단하는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및 조건
을 추가합니다. 기본 규칙 세트를 보고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 실행 차단 규
칙 세트를 편집하여 프로세스 시작 시도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자 정의 규칙 추가

Table 117: 규칙에 사용할 일반적인 조건

규칙 조건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열지 못
하게 차단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시작 시도
예를 들어 사용자가 FTP 파일을 전송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FTP 클라이언트를 열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DLL 로드 시도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Msvcrt.dll을 차단하는 규칙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Microsoft
WordPad를 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또한 DLL을 사용하는 다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파일에 쓰지 못하게
차단

사용자가 파일을 열 수 있지만 수정하지는 못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볼 수 있지
만 편집해서는 안 되는 재무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파일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 수 있지만 편집할 수는 없게 하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유형에는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 조건을 사용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파일 공유 차
단

Windows 시스템에서 로컬 파일 및 인쇄 공유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포함하십시오.
•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
모든 관련 Windows 보안 및 공유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하십시오.

• 프로세스 시작 시도
서버 서비스 프로세스(svchost.exe)를 지정하십시오.

• DLL 로드 시도
보안 및 공유 탭에 DLL(rshx32.dll, ntshrui.dll)을 지정하십시오.

• DLL 로드 시도
서버 서비스 DLL(srvsvc.dll)을 지정하십시오.

각 조건의 작업을 액세스 차단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파일 공유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의 파일 및 프린터를 검색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Peer-to-Peer 응용 프로
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게 차단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Peer-to-Peer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시작 시도 조건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차단할
모든 Peer-to-Peer 응용 프로그램(예: LimeWire.exe or *.torr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조건의 작업을
액세스 차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침입 차단 정책을 사용하여 Peer-to-Peer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하십시
오. 방화벽 정책을 사용하여 Peer-to-Peer 응용 프로그램 트래픽을 주고 받는 포트를 차단하십시오.
침입 차단 관리
방화벽 정책 생성

DVD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시도
차단

현재,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는 CD/DVD 쓰기를 직접 차단하는 기본 규칙이 없습니다. 대신 조건 추
가 및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 조건을 사용하여 CD 또는 DVD 드라이브에 쓰는 특정 DLL을 차단
하는 규칙을 만듭니다.
또한 DVD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시도를 차단하는 Windows 레지스트리 키를 설정하는 호스트 무
결성 정책도 생성해야 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설정
참조: How to block CD/DVD Writing in Windows 7(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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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을 추가한 후에는 네트워크에서 규칙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에서 사용하
는 규칙 세트에 구성 오류가 있으면 시스템이나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오류가 발
생하거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의 통신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테스트한 후에는 규칙을
프로덕션 네트워크에 적용합니다.

1단계: 규칙 세트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

모드를 테스트 모드로 설정하여 규칙 세트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모드는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규칙 세트의 규칙
을 적용할 시기를 지정할 로그 항목을 생성합니다.

기본 규칙은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모드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정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모드를 사용합니다. 기본 규
칙 세트와 사용자 정의 규칙 세트를 모두 테스트해야 합니다.

세트 내 규칙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규칙 세트에서 개별 규칙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
니다.

규칙 세트를 테스트 모드로 변경
1. 콘솔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을 여십시오.

2.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누르십시오.

3.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목록에서 규칙 세트에 대한 테스트/프로덕션 열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누르고 테스트(로
그 기록만)를 누르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2단계: 테스트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 적용

새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을 생성한 경우 해당 정책을 테스트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에 적용합니다.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3단계: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 모니터링

규칙 세트를 테스트 모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행한 후 로그에서 오류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모드와 프로덕션 모드 모두에
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이벤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 있습니다.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 이벤트는 제어 로그에 표시됩니다.

단일 응용 프로그램 제어 항목에 대한 중복 또는 여러 로그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plorer.exe가 파일을 복
사를 시도하는 경우 파일의 액세스 표시의 쓰기 및 삭제 비트를 설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이 작업을 차단하여 복사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 explorer.exe는 액세스 표시의 삭제 비
트만 사용하여 파일을 복사하려고 시도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복사 시도에 대한 다른 이벤트를 기록
합니다.

로그 보기

4단계: 규칙 세트를 다시 프로덕션 모드로 변경

규칙이 예상한 대로 작동하는 경우 규칙 세트를 다시 프로덕션 모드로 변경합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
시스템 잠금은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룹의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합니다. 지정된
목록의 응용 프로그램만 허용하도록 시스템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 목록은 모든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모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차단됩니다. 또는 지정된 목록의 응용 프로그램만 차단하도록 시
스템 잠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 목록(차단 목록)은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다른 응용 프
로그램은 모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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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시스템 잠금에서 허용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다른 보호 기능이 적용됩니
다.

허용 목록 또는 거부 목록에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및 특정 응용 프로그램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파일 체크섬과 시스템 경로 위치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을 시스템 잠금 대신 사용하거나 시스템 잠금과 함께 사용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 또는 네트워크의 위치에 대해 시스템 잠금을 설정합니다.

Table 118: 시스템 잠금 단계

작업 설명

1단계: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
성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파일 핑거프린
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의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에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추
가하십시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려면 허용하거나 차단할 모든 클라이언트의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된 파일 핑
거프린트 목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Windows 8.1 32비트 및 64비트 클라이언트와
Windows 10 64비트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각 클라이언트 이미지에 대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하기 위한 체크섬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유틸리티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과(와) 함께 설치됩
니다.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 또는 지정된 경로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체크
섬을 생성하십시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거부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때 필요한 파일 핑
거프린트를 생성하십시오.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

•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을 사용하여 단일 시스템이나 소규모 시스템 그룹에서 파일 핑거
프린트 목록을 생성하십시오.
콘솔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상이 된 시스템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 이미지를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해당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을 실행
할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생성하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 타사 체크섬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하십시오.

Note: 네트워크에서 Symantec EDR을 실행할 경우 Symantec EDR의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이 표시
될 수 있습니다.

Note: 시스템 잠금 및 Symantec EDR 거부 목록(차단 목록) 규칙 간의 상호 작용

2단계: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오기

시스템 잠금 구성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해당 목록이 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크섬 도구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할 때는 반드시 목록을 수동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가져오기 또는 병합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할 경우 그 결과로 생성된 목록은
자동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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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3단계: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않
은 응용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
램 이름 목록 생성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허용하거나 차단할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과 달리 이러한 파일은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직접
가져옵니다. 파일을 가져오면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잠금 구성에 개별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시스템 잠금 구성에서 개별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이 많을 경우 시스템 잠금을 거부 모드에서 실행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가져올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생성
4단계: 시스템 잠금 구성 설정 및
테스트

테스트 모드에서는 시스템 잠금이 실행 중지되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승인되지 않
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기록하지만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시스템 잠금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시스템 잠금 대화 상자의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만 기록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테스트를 설정하고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시스템 잠금 구성에 추가하십시오.
허용 모드에서는 파일 핑거프린트가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거부 모드에서는 파일 핑거프
린트가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 개별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추가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가져오
십시오.
시스템 잠금 구성에 이름을 하나씩 입력하는 대신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
다. 허용 모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거부 모드에서는 응용 프로그
램이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 일정 시간 동안 테스트를 실행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테스트 모드로 시스템 잠
금을 실행하십시오. 일반적인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잠금 구성을 설정 및 테스트
5단계: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
그램을 보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
잠금 구성 수정

일정 시간 동안 테스트를 실행한 후에는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 대화 상자에서 상태를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이벤트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도 나타납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응용 프로그램을 더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
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잠금 구성을 설정 및 테스트

6단계: 시스템 잠금 실행 기본적으로 시스템 잠금은 허용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거부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허용 모드에서 실행하면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있지 않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
이 차단됩니다. 시스템 잠금을 거부 모드에서 실행하면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모
든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됩니다.

Note: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구성을 테스트하십시오.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허용 모드로 실행
시스템 잠금을 거부 모드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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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7단계: 시스템 잠금에 대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업데이트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파일 핑거
프린트 목록을 업데이트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가져온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직접 추가하거나 교체 또는 병합하십시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생성한 핑거프린트 목록에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추가
할 수 없습니다. 가져온 목록은 명령으로 생성된 목록을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에는 핑거프린트 명령을 다시 실행할 경우, 추가된 목록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동 업데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가져오기 또는 병합

• 가져온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또한 가져온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에 대해 허용 또는 차단할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가져올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생성

• 명령으로 생성된 핑거프린트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
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기존 목록은 새 목록으로 자동으로 교체됩니다.

Note: 네트워크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경우 전체 시스템 잠금 구성을 다시 테스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 클라이언트를 별도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시스템 잠금을 실
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스템 잠금을 실행됨으로 유지하고 구성을 로그 전용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의 설명에 따라 개별 파일 핑거프린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8단계: 시스템 잠금이 실행된 경
우 선택된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
거하기 전에 해당 항목 테스트

시스템 잠금을 실행한 후 개별 파일 핑거프린트,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시스템 잠금 구성에서 제거하거나 추가하기 전에 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많고 그 중 일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Note: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시스템 잠금에서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는 주
의하십시오. 시스템 잠금에서 항목을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데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서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택된 항목을 테스트합니다.
제거 전 테스트를 사용하여 특정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십시오.
이 테스트를 실행하면 시스템 잠금은 실행되지만 선택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의 모든 응용 프로
그램 또는 선택된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 잠금은 응용 프로그램을 승
인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를 확인합니다.
로그 항목은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 나타납니다. 로그에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이
없으면 클라이언트가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설정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
checksum.ex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시스템의 지정된 경로에 상
주하는 각 실행 파일 또는 DLL에 대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경로
• 파일 이름
• 해당하는 체크섬

그런 다음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와서 시스템 잠금 구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과(와) 함께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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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가져오기 또는 병합

시스템 잠금 구성

타사 유틸리티 또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하려는 이미지가 있는 시스템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여십시오.

시스템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checksum.exe 파일이 포함된 클라이언트 설치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보통 이 파일은 다음 폴더에 있습니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3.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checksum.exe outputfile.txt  path

여기서

• outputfile.txt - 지정된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체크섬이 들어 있는 결과 텍스트 파일의 이름입니
다.

• path - 시스템에서 체크섬 정보를 수집하려는 파일 경로입니다.

NOTE

C 드라이브의 모든 파일에 대해 체크섬을 실행하려면 path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
오. 그렇지 않으면 checksum.exe가 위치한 폴더에서만 명령이 실행됩니다.

출력 파일에서 각 줄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cksum_of_the_file full_pathname_of_the_exe_or_DLL

체크섬 값과 전체 경로 이름은 공백으로 구분됩니다.

checksum.exe 출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0bb018fad1b244b6020a40d7c4eb58b7 c:\dell\openmanage\remind.exe

35162d98c2b445199fef95e838feae4b c:\dell\pnp\m\co\HSFCI008.dll

2f276c59243d3c051547888727d8cc78 c:\Nokia Video Manager\QtCore4.dll

예제 구문

다음은 C 드라이브의 모든 파일에 대한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의 예입니다.

checksum.exe cdrive.txt c:/

이 명령은 cdrive.txt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에는 시스템이 실행되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실행 파일과 DLL의
체크섬 및 파일 경로가 포함됩니다.

NOTE

경로에 공백이 있는 경우나 배치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로를 따옴표("")로 묶으십시오. "C: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Checksum.exe" cdrive.txt c:/

다음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폴더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의 예입니다.

checksum.exe blocklist.txt c:\Files

이 명령은 blocklist.txt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여기에는 Files 폴더에 있는 모든 실행 파일과 DLL의 체크섬과 파일 경로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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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경로에 공백이 있는 경우나 배치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로를 따옴표("")로 묶으십시오. "C: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Checksum.exe" blocklist.txt "c:
\Files with a spac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가져오기 또는 병합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이를 시스템 잠금 구성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checksum.exe 유틸리티나 타사 체크섬 도구를 이용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수동으로 가져오기 해야 합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생성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자동으로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목록
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생성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만, 명령으로 생성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다른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다시 실행하여 목록
을 다시 생성할 경우 직접 해당 목록을 다시 병합해야 합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가져오거나 병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정책 구성 요소를 확장한 다음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추가를 누르십시오.

4. 파일 핑거프린트 추가 마법사 시작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5. 새 파일 핑거프린트 정보 창에 새 목록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6. 다음을 누르십시오.

7. 파일 핑거프린트 생성 창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파일 핑거프린트 파일을 가져와서 파일 핑거프린트 생성
• 여러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를 조합하여 파일 핑거프린트 생성
이 옵션은 여러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이미 가져온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다음을 누르십시오.

9.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생성한 파일 핑거프린트에 대한 경로를 지정하십시오. 찾아보기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병합할 핑거프린트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10.다음을 누르십시오.

11.닫기를 누르십시오.

12.마침을 누르십시오.

가져오거나 병합된 핑거프린트 목록은 정책 > 정책 구성 요소 >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아래의 정책 탭에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동 업데이트
잠시 동안 시스템 잠금을 실행한 후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에서 항
목을 추가, 대체, 제거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직접 편집할
수 없습니다. 

핑거프린트 목록을 다른 이름의 새 목록과 병합하려면 파일 핑거프린트 추가 마법사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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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한 경우 항목을 추가, 교체,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
으로 생성된 목록을 가져온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핑거프린트 목록을 다시 직접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ymantec EDR이(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전송하는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가져오기 또는 병합

시스템 잠금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정책 구성 요소를 확장한 다음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누르십시오.

3.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창에서 편집할 핑거프린트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4. 편집을 누르십시오.

5. 파일 핑거프린트 편집 마법사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이 파일 핑거프린트에 핑거프린트 파일 추가를 눌러 기존 파일에 새 파일을 추가하십시오.
• 이 파일 핑거프린트에 다른 파일 핑거프린트 추가를 눌러 이미 가져온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병합하십시오.
• 기존 목록을 새 목록으로 대체를 누르십시오.
• 새 목록에도 나타나는 모든 핑거프린트 제거를 누르십시오.

7.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찾아보기를 눌러 해당 파일을 찾아보거나 추가, 대체 또는 제거할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의 전체 경로를 입력하십시
오.

• 병합할 파일 핑거프린트를 선택하십시오.

8. 다음 > 닫기 > 마침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잠금 및 Symantec EDR 거부 목록(차단 목록) 규칙 간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에 Symantec EDR이 포함된 경우 Symantec EDR의 시스템 잠금 구성에 차단된 응용 프로그램이 표시될 수 있습
니다.

Symantec EDR 거부 목록(차단 목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잠금 구성과 상호 작용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Symantec EDR에서 거부 목록 규칙을 받으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모든 도메인 및 그룹에 대한 거부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을 실행합니다.

• 거부 목록 규칙은 시스템 잠금 구성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에 표시됩니다.
Symantec EDR의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허용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이 실행되도록 클라이언트 그룹을 구성한 경우에는 설정이 유지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Symantec EDR 거부 목록 규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잠금을 실행 중지하고 Symantec EDR 거부 목록을 삭제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자동
으로 시스템 잠금을 다시 실행하고 거부 목록을 적용합니다.

• 시스템 잠금을 실행 중지하되 Symantec EDR 거부 목록을 삭제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 잠금을 다시 실행할 때까
지 시스템 잠금이 실행 중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NOTE

Symantec EDR은 허용 목록 규칙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로 직접 전송합니다. Symantec
EDR은 허용 목록 파일 핑거프린트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허용 모드로 실행

 371



 

시스템 잠금을 거부 모드로 실행

평판 조회 및 제출에 개인 서버를 사용하도록 클라이언트 그룹 구성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가져올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생성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개별적으로 시스템 잠금 구성
에 추가하는 대신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512개의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결합된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conf.properties 파
일에서 최대 개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파일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각 행에 다음 항목을 공백으로 각각 구분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이름
경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 테스트 모드
값은 실행의 경우 1 또는 Y이고 실행 중지의 경우 0 또는 N입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면 테스트 모드가 실행 중지됩니다.
일치 모드를 지정하려면 값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일치 모드(와일드카드 또는 정규 표현식)
값은 정규 표현식 일치의 경우 1 또는 Y이고 와일드카드 일치의 경우 0 또는 N입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면 와일드카드
일치가 적용됩니다.

NOTE

테스트 모드 필드는 목록의 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전 테스트 또는 제거 전 테스트 옵션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만 기록 옵션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 잠금 구성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
필드가 무시됩니다.

각 행에서 다음 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filename test_mode matching_mode

예:

aa.exe

bb.exe 0 1

cc.exe 1

dd.exe 1 0

"c:\program files\ee.exe" 0 0

이 목록을 시스템 잠금으로 가져오면 개별 응용 프로그램이 다음 설정과 함께 시스템 잠금 구성에 표시됩니다.

Table 119: 일치 모드 설정 예

응용 프로그램 이름 추가 전 테스트 또
는 제거 전 테스트 일치 모드

aa.exe 실행 중지됨 와일드카드
bb.exe 실행 중지됨 정규 표현식
cc.exe 실행됨 와일드카드
dd.exe 실행됨 와일드카드
c:\program files\ee.exe 실행 중지됨 와일드카드

시스템 잠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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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잠금에 대해 허용 또는 차단할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자동 업데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사용자가 가져오거나, 병합하거나, 추가한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과 응용 프
로그램 이름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생성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동일한 시스템에서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120: 시스템 잠금에 대한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차단 목록) 업데이트

단계 설명

1단계: 업데이트된 파일 핑거프린
트 목록 또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생성 및 파일 압축

checksum.exe 유틸리티나 타사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목록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
다.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생성한 핑거프린트 목록은 직접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명
령으로 생성된 목록을 다른 목록과 병합하거나, 가져온 목록을 명령으로 생성된 목록을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파일 핑거프린트 및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의 압축된 파일(zip
파일)이 필요합니다. Windows의 파일 압축 기능 또는 다른 압축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을 zip
파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index.ini 파일 생성 index.ini 파일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업데이트해야 하는 파일 핑거프린
트 목록과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지정합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 index.ini 파일을 생성하여 지정된 URL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에 사용되는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의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index.ini 파일 생성

3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압축 파일
과 index.in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
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UNC, FTP 또는 HTTP/HTTPS를 사용하여 지정된
URL에서 index.ini 파일 및 zip 파일을 검색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index.ini 파일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URL에 업데이트된 파일이 있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UNC의 경우 JCFIS 공유만 지원됩니다. DFS 공유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Note: UNC, FTP 또는 HTTP/HTTPS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index.ini와 업데이트된 파일 핑거프린
트 및 응용 프로그램 이름 파일을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inbox\WhitelistBlacklist\content 폴더에 직접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압축을 풀
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UNC, FTP 또는 HTTP/HTTPS를 사용
하여 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이 폴더를 확인합니다.

4단계: 관리 콘솔에서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 자동 업데이트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기존 허용 목록이나 거부 목록의 자동 업데이트
를 실행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파일 핑거프린트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업데
이트 기능을 실행하고 일정 및 URL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위한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 자동 업데이트 실행

5단계: 허용 목록 또는 거부 목록의
자동 업데이트 상태 확인

콘솔에서 상태를 확인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업데이트를 완료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콘솔 창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관리 탭에서 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20200528 R016 설명 리비전에 대한 허용 목록 및 거부 목
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라는 내용과 비슷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모니터 탭에서 시스템 로그: 서버 작업을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파일 핑거프린트 업데이
트와 유사한 이벤트 유형이 표시됩니다.

• 정책 탭의 정책 구성 요소 아래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리비전:
20200528 R016 설명과 유사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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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동 업데이트

시스템 잠금 구성

시스템 잠금에 사용되는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의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index.ini 파일 생성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index.ini 파일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로 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텍스트 파일에서 영어 이외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BOM(Byte Order Mark) 문자가 없는 UTF-8을 사용하여 파일
을 편집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index.ini 파일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정합니다.

• 업데이트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과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포함하는 압축 파일의 리비전 및 이름.
• 업데이트할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및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의 이름.
•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그룹의 이름.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또는 그룹이 현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그룹에서 시
스템 잠금이 실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압축 파일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및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dex.ini 파일을 구성할 때는 다음 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Revision]

Revision=YYYYMMDD RXXX

SourceFile=zip file name

Description=optional description

      

    

[FingerprintList - domain name or Default]
existing fingerprint list="updated list" REPLACE/APPEND/REMOVE

[ApplicationNameList - domain name or Default]existing group path="updated list" REPLACE/APPEND/REMOVE

예를 들어 index.ini 파일에 다음과 같은 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vision]

Revision=20111014 R001

SourceFile=20110901 R001.zip

Description=NewUpdates

[FingerprintList - Default]

FingerprintListName 1="FingerprintList1.txt" REPLACE

FingerprintListName 2="FingerprintList2.txt" REPLACE

[ApplicationNameList - Default]

My Company\Group AA\Group AA 1="ApplicationNameList1.txt" REPLACE

My Company\Group AA\Group AA 2="ApplicationNameList2.txt" REPLACE

[FingerprintList - DomainABC]

FingerprintListName 1="FingerprintList1.txt" REPLACE

FingerprintListName 2="FingerprintList2.txt" REPLACE

[ApplicationNameList - DomainABC]

My Company\Group AA\Group AA 1="ApplicationNameList1.txt"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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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ompany\Group AA\Group AA 2="ApplicationNameList2.txt" REPLACE

시스템 잠금에 대해 허용 또는 차단할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가져올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생성

시스템 잠금을 위한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 자동 업데이트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시스템 잠금에 사용되는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차단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
이트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으로 생성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이 명령을 실행하십시
오.

1. 콘솔의 관리 탭에서 서버를 누르십시오.

2. 해당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서버 속성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3. 서버 속성 대화 상자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업데이트 탭을 선택하십시오.

4. 파일 핑거프린트 업데이트 탭에서 허용 또는 거부 목록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하십시오.

5. index.ini 및 압축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URL을 입력하십시오.

UNC 또는 FTP를 사용하려는 경우 index.ini 및 컨텐츠 모두에 대해 사용자 이름과 암호도 지정해야 합니다.

6. 예약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잠금에 대해 허용 또는 차단할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잠금 구성을 설정 및 테스트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나 일주일 정도 시스템 잠금을 테스트 모드
로 실행합니다. 시스템 잠금 설정이 사용자에게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로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면 시스템 잠금이 실행 중지됩니다. 시스템 잠금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지 않
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대신 기록하므로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이 목록을 검토할 수 있습
니다. 로그 항목을 제어 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 대화 상자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
니다.

NOTE

클라이언트에서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잠금 구성을 설정하고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클라이언트 아래에서 시스템 잠금을 설정할 그룹을 찾으십시오.
2. 정책 탭에서 시스템 잠금을 누르십시오.
3.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만 기록을 눌러 시스템 잠금을 테스트 모드에서 실행하십시오.
이 옵션은 현재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인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기록합니다.

4. 허용 모드 또는 거부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은 14.3 RU1에서 변경된 것으로, 이전에는 허용 목록 모드 또는 차단 목록 모드였습니다.

5. 응용 프로그램 파일 목록의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아래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십시오.
목록을 추가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해당 목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가져오기 또는 병합

6.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추가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파일 목록의 파일 이름 아래에서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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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을 지정하고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목록의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잠금 구성의 개별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은 파일 이름, 테스트 모드 및 일치 모드를 지정하는 테스트 파일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으로 가져올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생성

7. 개별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파일 목록의 파일 이름 아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8. 파일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파일(.exe 또는 .dll)의 전체 경로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이름은 일반 문자열이나 정규 표현식 구문을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문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는 임의의 문자, ?는 하나의 문자를 나타냄). 또한 환경 변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예: %ProgramFiles%는 Program
Files 디렉터리의 위치, %windir%은 Windows 설치 디렉터리를 나타냄).

9. 파일 이름 대신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선택된 와일드카드 일치 사용(* 및 ?가 지원됨)을 그대로 두거나
정규 표현식 일치 사용을 누르십시오.

10.특정 드라이브 유형에서 실행되는 파일만 허용하려면 다음 드라이브 유형의 파일만 비교를 누르십시오.
포함하지 않으려는 드라이브 유형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모든 드라이브 유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11.장치 ID 유형으로 비교하려면 다음 장치 ID 유형의 파일만 비교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십시오.
12.원하는 장치를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3.확인을 눌러 테스트를 시작하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에 대한 시스템 잠금 대화 상자를 다
시 열면 테스트가 실행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기록되었지만 차단되지는 않은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그룹 이름에 대한 시스템 잠금 대화 상자에서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보기를 누르십시오.
2.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십시오.
이 목록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된 시간, 시스템 호스트 이름, 클라이언트 사용자 이름 및 실행 파일 이름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3.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방법을 지정하십시오.
허용 모드에서는 허용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부 모드에서
는 허용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또는 개별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
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재설정을 누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닫기를 누르십시오.

5. 테스트를 마치면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 구성

시스템 잠금을 허용 모드로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만 허용되도록 시스템 잠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목록의 응용 프로
그램만 실행이 허용됩니다. 다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차단됩니다. 승인된 목록을 허용 목록이라고 합니다. 승인된 응용 프
로그램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다른 보호 기능이 적용됩니다.

NOTE

기본적으로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면 허용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스템 잠금이 허용 모드에서 실행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만 기록 옵션으로 시스템 잠금 구성을 테스트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해야 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WARNING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시스템 잠금에서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시스
템 잠금에서 항목을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데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중요한 응용 프
로그램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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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잠금 구성을 설정 및 테스트

NOTE

허용 모드로 실행되는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Symantec EDR에서
차단된 응용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잠금 및 Symantec EDR 거부 목록(차단 목록) 규칙 간의 상호 작용

시스템 잠금을 허용 모드로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시스템 잠금을 설정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하위 그룹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위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3. 정책 탭에서 시스템 잠금을 누르십시오.

4. 시스템 잠금 아래에서 시스템 잠금 실행을 선택하여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응용 프로
그램을 차단하십시오.

5. 응용 프로그램 파일 목록에서 허용 모드(14.3 MP1 이하의 경우, 한국어로는 동일하지만 영어로는 Whitelist Mode임)를
선택하십시오.

6.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아래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WARNING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재시작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된 경우 사
용자에게 통지를 선택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잠금 구성

그룹의 상속 실행 중지

시스템 잠금을 거부 모드로 실행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목록에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목록을 거부 목록(차단 목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없는 모
든 응용 프로그램은 허용됩니다. 허용된 응용 프로그램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다른 보호 기능이 적용됩니
다.

NOTE

네트워크에서 Symantec EDR을 실행하는 경우 Symantec EDR 구성이 시스템 잠금 허용 목록 구성에 영향을 미
칩니다.

시스템 잠금 및 Symantec EDR 차단 목록 규칙 간의 상호 작용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시스템 잠금을 구성하여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해야 합니다.

•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만 기록 옵션으로 시스템 잠금 구성을 테스트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차단해야 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열되어 있다고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잠금 구성을 설정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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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시스템 잠금에서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시스
템 잠금에서 항목을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데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중요한 응용 프
로그램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잠금을 차단 목록 모드로 실행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시스템 잠금을 설정하려는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하위 그룹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위 그룹의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그룹의 상속 실행 중지

3. 정책 탭에서 시스템 잠금을 선택하십시오.

4. 시스템 잠금 대화 상자에서 시스템 잠금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5. 응용 프로그램 파일 목록에서 거부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14.3 MP1 이하에서 이 옵션은 차단 목록 모드에 해당합니다.

6.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차단해야 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NOTE

이름이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의 수가 많으면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7.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된 경우 사
용자에게 통지를 선택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 잠금 구성을 설정 및 테스트

시스템 잠금 구성

장치 제어 관리
장치 제어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허용 또는 차단되는 하드웨어 장치를 지정합니다. 기본 하드웨어 장치 목록 및 장치 제
어 정책을 사용하여 장치 제어를 관리합니다. 고유한 장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Table 121: 장치 제어 관리

단계 설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기본 하드웨어 장치
목록 검토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하드웨어 장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 목록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정책 구성 요소에서 정책 탭에 나타납니
다. 이 목록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제어할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를 제어하려면 먼저 해당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장치 목록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장치 추가(필
요한 경우)

장치 목록에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장치의 클래스 ID 또는 장치 ID가 필요합니다.
Mac에 사용자 정의 장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장치 유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 추가
DevViewer로 Windows 시스템의 장치 공급업체 또는 모델 확인

장치 제어 정책에서 장치 허용 또는
차단

클라이언트에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는 장치를 지정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장치 허용 또는 차단

Mac 클라이언트에서 장치 제어는 SymDaemon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장치 제어가 작동하도록 Windows 클라이언트 또는
Mac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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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장치 허용 또는 차단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을 사용하여 장치 제어를 구성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하드웨어 장치 목
록에 추가하십시오.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 추가

버전 14부터 Windows와 Mac 모두에서 장치 제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옵션 1: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장치 제어를 구성하려면 콘솔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을 여십시오.

2. 장치 제어를 누르십시오.

3. 차단된 장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4. 장치 선택 창에서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특정 포트를 차단할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장치를 제외하십시오.

NOTE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차단에서 제외된 장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7. 장치 선택 창에서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8. 사용자에게 통지하려는 경우 장치가 차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선택하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옵션 2: Mac 클라이언트(14부터)에 대한 장치 제어를 구성하려면 콘솔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을 여십시
오.

11. Mac 설정에서 장치 제어를 누르십시오.

12.차단된 장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13.장치 선택 창의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의 장치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창 아래 있는 필드를 입력하십시오(사용 가능한 경우). 필드를 비워 두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장치가 차단됩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장치 공급업체, 장치 모델 또는 일련 번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c 장치 제
어 창의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Mac에 연결된 장치에서 일련 번호, 모델 번호 또는 공급업체 이름을 가져오려면 설치 파일의 DeviceInfo 도구를 사용하
십시오. Tools/DeviceInfo 아래에서 이 도구와 관련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확인을 누르십시오.

15.차단에서 제외된 장치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16.장치 선택 창의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제외된 장치를 정의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7.사용자에게 통지하려는 경우 장치가 차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선택하십시오.

18.확인을 누르십시오.

Mac 장치 제어

장치 제어 관리

응용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잠금 및 장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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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장치 목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하드웨어 장치 목록을 제공합니다. 일부 장치가 목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
어 있습니다. 장치 제어를 구성할 때 이러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장치 제어 관리

목록에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장치는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Mac에 사용자 정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장치는 장치 ID 또는 클래스 ID로 식별됩니다. 이러한 값 중 하나를 사용하여 목록에 장치를 추가하십시오. 도구를 사용하
여 장치 ID 또는 클래스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ndows의 경우 Tools\DevViewer로 이동하십시오. Mac의 경우 Tools
\DeviceInfo로 이동하십시오.

DevViewer로 Windows 시스템의 장치 공급업체 또는 모델 확인

클래스 ID 클래스 ID는 Windows GUID를 참조합니다. 각 장치 유형에는 관련된 Class와 ClassGuid가 있습니다.
ClassGuid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십진수 값입니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장치 ID 장치 ID는 장치의 고유한 ID입니다. 장치 ID는 알아보기 쉬운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어 클래스 ID에 비해 읽기
가 쉽습니다.
장치 ID를 추가할 때 장치의 특정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치 ID 문자열에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
여 보다 넓은 범위의 장치 그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별표(*)를 사용하여 0개 이상의 문자를 나타내거나 물음
표(?)를 사용하여 임의의 단일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USB SanDisk 장치의 장치 ID입니다.
USBSTOR\DISK&VEN_SANDISK&PROD_CRUZER_MICRO&REV_2033\0002071406&0
다음은 임의의 USB SanDisk 장치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가 있는 장치 ID입니다.
USBSTOR\DISK&VEN_SANDISK*
다음은 임의의 USB 디스크 장치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가 있는 장치 ID입니다.
USBSTOR\DISK*
다음은 임의의 USB 저장 장치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가 있는 장치 ID입니다.
USBSTOR*

DevViewer로 Windows 시스템의 장치 공급업체 또는 모델 확인
Symantec DevViewer 도구를 사용하여 클래스 ID(GUID) 또는 장치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장치 관리자를 사용
하여 장치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 ID를 확인한 후에는 와일드카드 문자로 일반적인 장치 그룹을 나타내도록 ID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DevViewer 도구를 사용하여 클래스 ID 또는 장치 ID를 확인하려면 Broadcom Download Center(영문)에서 다운로드한
전체 제품 설치 파일에서 Tools\DevViewer 폴더를 찾은 다음 DevViewer.exe 도구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복사하
십시오.

2.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DevViewer.exe를 실행하십시오.

3. 장치 트리를 확장하고 장치 ID 또는 GUID를 확인할 장치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디스크 드라이브를 확장하고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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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쪽 창에서 [device ID]로 시작하는 장치 ID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장치 ID 복사를 누르십시오.

5. 종료를 누르십시오.

6. 관리 서버에서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장치 ID를 붙여 넣으십시오.

7. 제어판에서 장치 ID를 확인하려면 제어판에서 장치 관리자를 여십시오.

장치 관리자의 경로는 Windows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에서는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 장
치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8. 장치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속성을 누르십시오.

9. 장치의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세부 사항 탭을 누르고 장치 ID를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처음 표시되는 값이 장치 ID입니다.

10. ID 문자열을 복사하십시오.

11.확인을 누르십시오.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 추가

클래스 아이디

장치 ID

클래스 ID

클래스 ID는 Windows GUID를 참조합니다. 각 장치 유형에는 관련된 Class와 ClassGuid가 있습니다. ClassGuid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십진수 값입니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DevViewer로 Windows 시스템의 장치 공급업체 또는 모델 확인

장치 ID

장치 ID는 장치의 고유한 ID입니다. 장치 ID는 알아보기 쉬운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어 클래스 ID에 비해 읽기가 쉽습니다.

장치 ID를 추가할 때 장치의 특정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치 ID 문자열에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장치 그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별표(*)를 사용하여 0개 이상의 문자를 나타내거나 물음표(?)를 사용하여 임의의
단일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USB SanDisk 장치의 장치 ID입니다.

USBSTOR\DISK&VEN_SANDISK&PROD_CRUZER_MICRO&REV_2033\0002071406&0

다음은 임의의 USB SanDisk 장치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가 있는 장치 ID입니다.

USBSTOR\DISK&VEN_SANDISK*

다음은 임의의 USB 디스크 장치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가 있는 장치 ID입니다.

USBSTOR\DISK*

다음은 임의의 USB 저장 장치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가 있는 장치 ID입니다.

USBSTOR*

DevViewer로 Windows 시스템의 장치 공급업체 또는 모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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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 추가
하드웨어 장치의 클래스 ID 또는 장치 ID를 확인한 후 기본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런 다음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의 장치 제어 부분에서 이러한 기본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 목록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정책 구성 요소를 확장하고 하드웨어 장치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하드웨어 장치 추가를 누르십시오.

4. 추가하려는 장치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클래스 ID와 장치 ID는 규칙에 따라 중괄호({ })로 묶으십시오. 중괄호를 와일드카드 문자 ?로 대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5. 클래스 ID 또는 장치 ID 중 하나를 선택하고 Windows 장치 관리자나 DevViewer 도구에서 복사한 ID를 붙여 넣으십시
오.

6.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장치 ID 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E\DVDROM*과 같은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vViewer로 Windows 시스템의 장치 공급업체 또는 모델 확인

7. 확인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예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122: 예외 관리

태스크 설명

예외에 대해 알아보기 예외를 사용하여 특정 항목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가) 자동으로 검사에서 제외하는
파일 및 폴더 유형 검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일부 타사 응용 프로그램 및 일부 시만텍 제품에 대한 예외 또
는 제외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특정 확장자만 검사하고 다른 모든 확장자는 건너뛰도록 개별 검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하는 파일 및 폴더

검사 예외 생성 예외 정책에 직접 예외를 추가합니다. 또는 모니터 페이지의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서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유형 제한
(Windows만 해당)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 사용자는 예외에 대해 제한적인 구성 권한을 가집니다. 사용자가 바
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또는 SONAR에 대해 예외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 탐지를 실행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 방지 예외를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파일 예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유형 제한

예외를 생성할 탐지에 대한 로그 확
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항목을 탐지하면 로그 이벤트에서 해당 탐지 항목에 대한 예
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에서 탐지했지만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도록 요청한 파일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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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차단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
성

침입 차단에 대한 예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 차단을 제외할 호스트 목록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침입 차단 예외는 침입 차단 정책에 구성됩니다.
IPS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생성

검사 유형별로 사용하는 Windows 예외
예외 이름에는 버전 14 MPx 및 그 이전 버전에서 검사 유형별로 예외 정책에 사용되는 예외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Table 123: 예외 이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제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Windows 클라이언트 예외가 사용되는 항목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예외 응용 프로그램 예외 • 자동 보호
• 수동 검사
• 예약 검사
• 다운로드 인사이트
• SONAR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인증서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 자동 보호

• 수동 검사
• 예약 검사
• 다운로드 인사이트
• SONAR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 응용 프로그램

SONAR

확장자 확장자 예외 보안 위험 요소 예외 > 확장자 • 자동 보호
• 수동 검사
• 예약 검사

파일 파일 예외 보안 위험 요소 예외 > 파일 • 자동 보호
• 수동 검사
• 예약 검사
• SONAR
• 응용 프로그램 제어

파일 액세스 파일 액세스 응용 프로그램 제어
폴더 폴더 예외:

• 보안 위험 요소 예외
• SONAR 예외

보안 위험 요소 예외 > 폴더
SONAR 예외

• 자동 보호
• 수동 검사
• 예약 검사
• SONAR
• 응용 프로그램 제어

알려진 위험 요소 알려진 위험 요소 예외 보안 위험 요소 예외 > 알려진 위
험 요소

• 자동 보호
• 수동 검사
• 예약 검사
• SONAR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 보안 위험 요소 예외 > 웹 도메인 다운로드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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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제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Windows 클라이언트 예외가 사용되는 항목

임의 변경 방지 예외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임의 변경 방지로 보호되는 응
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제한은 추가할 클라이언트 사용자에 대한 클라이언트에서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예외입니다. 클라우드 콘
솔에서 추가하는 예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유형 제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과 클라우드 콘솔의 상호 작용 방식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생성한 모든 예외는 사용자가 정의한 예외보다 우선합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생성한 예
외를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이 생성한 예외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대한 예외는 다운로드 인사이트에도 적용됩니다.

Table 12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생성

태스크 설명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파일 제외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파일을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SONAR 또
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서 제외합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폴더 제외

Windows, Mac, Linux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폴더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SONAR 또는 Windows 클라이언트의 모든 검사에서 제외합
니다.
Windows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를 자동 보호 또는 예약 검
사 및 요청 시 검사로만 제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 여러 임시 파일을 기록하는 응용 프
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해당 폴더를 자동 보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는 예외를 예약 검
사 및 요청 시 검사로 제한하여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파일이 작성될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아카이브되거나 보관된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를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되지 않는 깊게 아카이브된 파일의 예약된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를 수행하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는 모든 파일이 액세스되거
나 폴더에 기록될 때만 검사하여 폴더를 계속 보호합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알려진 위험 요소를 바이러스 및 스
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알려진 위험 요소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합니다. 검사가 위험 요소를 무시하지만
검사가 탐지를 기록하도록 예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지
정된 위험 요소를 탐지해도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무시하도록 구성한 알려진 위험 요소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작업을 구성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해당 사용자 정의 작업을 무시합니다.
보안 위험 요소 예외는 SONAR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알려진 위험 제외

파일 확장자를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검사에서 제외

Windows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지정된 확장자를 가진 모든 파일을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합니다.
확장자 예외는 SONAR 또는 Power Eraser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파일 확장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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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응
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생성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사용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
그램을 처리할 방법을 지정하기 위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 중지하면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응용 프
로그램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강제로 실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예외 생성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가 모
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
하는 방법 지정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
에 적용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작업 유형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작업을 응용 프로
그램이 탐지될 때 적용할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시작되거나 실행될 때 응용 프로그램에 종료, 검역소에 보관 또는 제거
작업을 적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한 경우에는 로그만 또는 무시 작업을 적용합니다.
파일 이름 예외와 달리 응용 프로그램 예외는 해시 기반 예외입니다. 서로 다른 파일의 이름이 동일
할 수 있지만 파일 해시는 응용 프로그램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예외는 SHA-2 해시 기반 예외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에는 예외를 생성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예외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특정 응용 프로그
램을 모니터링하여 학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
리하는 방법 지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웹 도메인 제외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 및 기타 포털에서 다운로드하려는 파일을 검사합니다. 다
운로드 인사이트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특정
웹 도메인의 예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인증과 함께 프록시를 사용할 경우 Symantec URL의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Insight 및 기타 중요한
시만텍 사이트와 통신하도록 허용합니다.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ow to test connectivity to Insight and Symantec licensing servers(영문)
• Required exclusions for proxy servers to allow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to connect to

Symantec reputation and licensing servers(영문)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제외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한 파일 예외
생성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임의 변경 방지는 시만텍 프로세스 및 내부 개체를 임의 변경하는 프로세스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
템을 보호합니다. 임의 변경 방지는 시만텍 구성 설정 또는 Windows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하려는
프로세스를 탐지할 경우 이 프로세스를 차단합니다.
타사 응용 프로그램 중에는 부적절하게 시만텍 프로세스나 설정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응용 프로
그램이 있습니다. 안전한 응용 프로그램만 시만텍 설정을 변경하도록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특정 레지스트리 영역 또는 특정 파일에 대한 임의 변경 방지를 중단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일부 경우 임의 변경 방지가 화면 판독기나 일부 다른 보조 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
다. 파일 예외를 생성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폴
더 예외는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임의 변경 방지 예외 생성

응용 프로그램이 DNS 또는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도록 허용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DNS 또는 호스트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ONAR
는 일반적으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과 같은 시스템 변경을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VPN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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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인증서 제외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14.0.1부터).
검사에서 인증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제외하면 의심스러운 항목으로 플래그가 지정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인사이트 검사에서 내부 도구의 자체 서명 인증서
가 의심스러운 항목으로 플래그 지정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검사에서 인증서 제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파일에 대해 예외를 생성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파일 또는 폴더 예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는 파일 예외
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SONAR 및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폴더 예외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
어 검사와 SONAR에 적용됩니다.

1. 옵션 1: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파일을 검사에서 제외하려면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예외에서 추가 > Windows 예외 > 파일을 누르십시오.

3. 접두사 변수 드롭다운 상자에서 공용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절대 경로 및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접두사를 선택하면 여러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예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파일 입력란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없음]을 선택한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
하십시오.

NOTE

경로는 백슬래시(\)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5. 이 파일을 제외할 검사 유형을 지정하십시오 아래에서 검사 유형(보안 위험 요소, SONAR 또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을
선택하십시오.

적어도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6. 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경우 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유형 지정에서 자동 보호, 예약된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 또는 모든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특정한 유형의 보안 위험 요소 검사로 예외를 제한하려는 이유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옵션 2: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하려면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9. 예외에서 추가 > Windows 예외 > 폴더를 누르십시오.

10.접두사 변수 드롭다운 상자에서 공용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절대 경로 및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접두사를 선택하면 여러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예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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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폴더 입력란에 해당 폴더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없음]을 선택한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
하십시오.

NOTE

경로는 백슬래시(\)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12.이 폴더를 제외할 검사 유형 지정 아래에서 검사 유형(보안 위험 요소, SONAR, 응용 프로그램 제어 또는 모두)을 선택
하십시오.

적어도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3.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경우 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유형 지정에서 자동 보호, 예약된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 또는 모든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특정한 유형의 보안 위험 요소 검사로 예외를 제한하려는 이유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4.확인을 누르십시오.

15.옵션 3: Mac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하려면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16.예외에서 추가 > Mac 예외 >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보안 위험 요소 예외를 누르십시오.

17.보안 위험 요소 파일 또는 폴더 예외의 접두사 변수 드롭다운 상자에서 공용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절대 경로 및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18.파일 또는 폴더 입력란에 파일 또는 폴더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없음]을 선택한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
하십시오.

NOTE

폴더 경로는 슬래시(/)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19.확인을 누르십시오.

20.옵션 4: Linux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하려면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1.예외에서 추가 > Linux 예외를 누르십시오.

22.폴더를 누르십시오.

23.폴더 예외 추가 대화 상자에서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고 폴더 이름을 입력한 다음 하위 폴더를 포함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 Symantec Agent for Linux에서는 하위 폴더도 제외 옵션이 지원되지 않으며 모든 하위 디렉터리가 항상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없음]을 선택한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
하십시오.

NOTE

폴더 경로는 슬래시(/)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24.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유형을 지정하십시오. 자동 보호,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 또는 모든 검사를 선택한 다음 확
인을 누르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파일 확장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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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알려진 위험 제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탐지한 보안 위험 요소가 알려진 보안 위험 요소 예외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알려진 보안 위험 요소 목록에는 위험 요소의 심각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알려진 위험을 제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예외에서 추가 > Windows 예외 > 알려진 위험 요소를 누르십시오.

3. 알려진 보안 위험 요소 예외 추가 대화 상자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할 보안 위험 요소를 하나 이상
선택하십시오.

4. 탐지를 기록하려면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될 때 기록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선택한 위험 요소를 탐지하더라도 이를 무시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탐
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이 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파일 확장자 제외
예외에 여러 개의 파일 확장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생성한 후에는 동일한 정책에 대해 다른 확장자 예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예외를 편집해야 합니다.

확장자는 한 번에 하나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란에 여러 개의 확장자를 입력하면 정책에서는 이 항목을 하나의 확
장자로 간주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파일 확장자를 제외하려면 다음과 같
이 하십시오.

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예외에서 추가 > Windows 예외 > 확장자 또는 추가 > Linux 예외 > 확장자를 누르십시오.

3. 입력란에 제외할 확장자를 입력한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4. 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유형 지정에서 자동 보호, 예약된 검사 및 요청 시 검사 또는 모든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5. 다른 모든 확장자를 예외에 추가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파일 또는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예외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 예외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예외 정책에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관련 로그에도
나타나며 로그에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 중지하면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가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학습
을 강제로 실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예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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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추가 > Windows 예외 >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을 누르십시오.

3. 대화 상자에서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실행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foo.exe

4. 추가를 누르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니터링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 지정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
리하는 방법 지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방법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관리 콘솔이 이벤트를 수신하면 응
용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 예외 대화 상자의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타납니다.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학습
한 응용 프로그램이 아직 없을 경우 응용 프로그램 목록은 비어 있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는 모니터링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파일이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작업을 적용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목록에도 나타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
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추가 > Windows 예외 > 응용 프로그램을 누르십시오.

3. 보기 드롭다운 상자에서 모두, 감시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가 허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4. 예외를 생성하려는 대상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5. 작업 드롭다운 상자에서 무시, 로그만, 검역소에 보관, 종료 또는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무시 및 로그만 작업은 검사가 응용 프로그램을 불량 또는 악성으로 탐지할 때 적용됩니다. 종료, 검역소에 보관 및 제거
작업은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적용됩니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예외 생성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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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제외
특정 웹 도메인을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및 SONAR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을 제외하면
해당 도메인 내 위치에서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모든 파일이 항상 허용됩니다. 그러나 자동 보호 및 기타 정의된 검사에서
는 여전히 파일이 검사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을 통해 인터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목
록에 표시되는 웹 사이트를 제외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에서 해당 설정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또는 자동 보호가 실행 중지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도 실행 중지됩니다.

NOTE

예외를 구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외를 생성할 때마다 시스템의 보안 프로필이 낮아집니다. 오탐지가 의심
되는 경우 영구 검사 예외를 열지 말고 오탐지를 제출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항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제공하는 여러 계층의 보호를 사용하십시오.

Report a Suspected Erroneous Detection (False Positive)(영문)

지원되는 웹 도메인 예외

웹 도메인 예외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지정할 때는 단일 도메인을 URL 또는 IP 주소로 입력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한 번에 하
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포트 번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URL을 지정하는 경우 예외는 URL의 도메인 이름 부분만 사용합니다. URL 앞에 HTTP 또는 HTTPS(대/소문자 구분 안
함)를 추가할 수 있지만 예외는 두 프로토콜에 모두 적용됩니다.

• IP 주소를 지정하면 지정한 IP 주소 및 해당 호스트 이름 모두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URL을 통해 위치로 이동
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IP 주소 앞
에는 HTTP(대/소문자 구분 안 함)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와 SONAR는 사용자가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하여 도메인으로 이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
메인을 제외합니다.

• FTP 위치의 경우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FTP URL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에 대한 예외에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12.1.6부터)

NOTE

12.1 RU2 이전 버전에서는 HTTPS 또는 FTP IP 주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검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을 제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추가 > Windows 예외 >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2.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 추가 대화 상자에서 제외할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웹 도메인 예외에 대한 지침

3. 확인을 누르십시오.

4. 웹 도메인 예외를 더 추가하려면 위의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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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임의 변경 방지 예외 생성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한 파일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변경 방지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알려진 안전한 응용 프로그
램을 방해하는 경우 임의 변경 방지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 변경 방지는 화면 판독기와 같은 보조 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조 기술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된 파일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허용하는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임의 변경 방지는 폴더 예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4.2 RU1 이상에는 [User Profile] 및 [System] 접두사 변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임의 변경 방지 예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추가 > Windows 예외 > 임의 변경 방지 예외를 누르십시오.

3. 임의 변경 방지 예외 추가 대화 상자의 접두사 변수 드롭다운 상자에서 공용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접두사를 선택하면 여러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예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로 및 파일 이름을 입력하려면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4. 파일 입력란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를 선택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접두사에 [없음]을 선택한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임의 변경 방지는 폴더 예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폴더 이름을 입력하면 임의 변경 방지
가 해당 이름의 폴더에서 모든 파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이름의 파일만 제외합니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How to collect the Tamper Protection log from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영문)을 참조하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생성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DNS 또는 호스트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ONAR가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과 같은 시스템 변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N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
다.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관리 콘솔에서 이벤트를 수신하면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학습한 응용 프로그램이 아직 없을 경우 응용 프로그램 목록은 비어 있는 상
태로 표시됩니다.

SONAR 설정을 사용하여 SONAR가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을 전역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어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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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추가 > Windows 예외 >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를 누르십시오.

3. 예외를 생성하려는 대상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4. 작업 드롭다운 상자에서 무시, 로그만, 메시지 표시 또는 차단을 선택하십시오.

검사할 때 DNS 또는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탐지되면 작업이 적용됩니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 지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ONAR 설정 조정

Windows 클라이언트 검사에서 인증서 제외
14.0.1부터 인증서 서명 파일이 검사되어 의심스러운 파일로 탐지되지 않도록 개별 인증서에 대한 예외를 개별적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도구에는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를 검
사에서 제외하면 자동 보호, 다운로드 인사이트, SONAR 또는 기타 검사에서 이러한 인증서 서명 파일을 의심스러운 파일
로 탐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예외는 X.509 및 base64 인증서 유형만 지원합니다. 인증서 예외를 추가하는 경우 DER 또는 base64 인코딩 파일
(.cer) 형식의 공용 인증서 복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의 경우 인증서 제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메모리 악용 완화
• 위협 요소 사전 차단 시스템 변경 이벤트
• 임의 변경 방지
• 압축 파일 내의 인증서 서명 파일

제외된 인증서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인증서 저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예외가 작동합니다. 인증서 예외와 거부 목록 규
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거부 목록 규칙이 우선합니다.

인증서 예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설정이 아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정책을 통해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클라우드 콘솔에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인증서 예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등록된 경우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여 인증서 예외
를 추가하거나 관리합니다.

인증서를 Windows 클라이언트 검사에서 제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예외를 누르십시오.

2. 예외에서 추가 > Windows 예외 > 인증서를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된 경우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클라
우드 콘솔에서 인증서 예외를 추가하십시오.

3. 인증서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제외할 인증서로 이동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4. 인증서 정보의 값이 제외할 인증서에 대해 올바른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둘 이상의 인증서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려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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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유형 제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또는 SONAR에 대해 예외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예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는 제한 설정에 관계없이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해 예외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파일 예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유형을 제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예외 정책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제한을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제한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가 구성하지 않았으면 하는 예외를 선택 해제하십시오.

3. 이 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로그 이벤트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SONAR,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로그 이벤트에서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탐지에 대한 예외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Table 125: 예외 및 로그 유형

예외 유형 로그 유형

파일 위험 요소 로그
폴더 위험 요소 로그

SONAR 로그
알려진 위험 요소 위험 요소 로그
확장자 위험 요소 로그
응용 프로그램 위험 요소 로그

SONAR 로그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위험 요소 로그

SONAR 로그
임의 변경 방지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SONAR 로그

예외를 생성하려는 항목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이미 탐지했어야 합니다. 로그 이벤트를 사용하여 예외를
생성하는 경우 예외를 포함해야 하는 예외 정책을 지정하십시오.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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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 탭에서 로그 탭을 누르십시오.

2. 로그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위험 요소 로그, SONAR 로그 또는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를 선택하십시오.

3.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를 선택한 경우 로그 컨텐츠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선택하십시오.

4.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5. 시간 범위 옆에서 로그를 필터링할 시간 간격을 선택하십시오.

6. 예외를 생성하려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7. 작업 옆에서 생성하려는 예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예외 유형은 선택한 항목에 대해 유효해야 합니다.

8. 적용 또는 시작을 누르십시오.

9. 대화 상자에서 예외에 포함하지 않을 항목을 제거하십시오.

10.보안 위험 요소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탐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려면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될 때
기록을 선택하십시오.

11.이 예외를 사용할 모든 예외 정책을 선택하십시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은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 기능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통합합
니다. NTR(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클라이언트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 또는 웹 트래픽을 자동으로 Symantec WSS로
리디렉션하며, Symantec WSS에서는 WSS 정책에 따라 트래픽이 허용 또는 차단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효한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 구독
권이 있어야 합니다. 구독에 대한 내용은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14.3 RU1에서 WSS 트래픽 리디렉션은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 정책은 네
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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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

요구 사항 설명

지원되는 브라우
저

Windows: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9 - 11
• Mozilla Firefox
• Google Chrome
• Microsoft Edge
Mac:
• Mac은 Apple Safari, Google Chrome 및 Mozilla Firefox를 지원합니다.
• 14.2 RU1 이상에서는 Firefox 버전 65 이상이 지원됩니다.

제한 사항 • Web Security Service는 IPv6가 아니라 IPv4를 통해 제공됩니다.
터널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Windows 10 64비트 버전 1703 이상(반기 서비스 채널)에서만 실행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Windows 운영 체제
또는 Mac 클라이언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HVCI 지원 Windows 10 64비트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설치 중에 ctc.symantec.com에 연결하여 통합 토큰을 CustomerID로 변환합니다. 이 연결
이 불가능하면 설치가 실패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이를 방지하려면 변환이 필요하지 않도록 통합 토큰 대
신 CustomerID를 사용하면 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또는 URL 평판
규칙에 의해 평가되기 전에 WSS로 리디렉션됩니다. 대신 해당 트래픽은 WSS 방화벽 및 URL 규칙에 따라 평가
됩니다. 예를 들어 SEP 클라이언트 방화벽 규칙이 google.com을 차단하고 WSS 규칙은 google.com을 허용하는
경우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용자가 google.com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바운드 로컬 트
래픽은 여전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에서 처리됩니다.

• WSS 캡티브 포털은 터널 방법에 사용할 수 없으며 클라이언트는 요청 인증 정보를 무시합니다. 향후 릴리스에서
는 WSS Agent의 SAML 인증이 캡티브 포털을 대체하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터널 방법을 사용하여 WSS에 연결하고 가상 시스템을 호스팅하는 경우 각 게스트 사용자
는 WSS 포털에 제공된 SSL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홈 디렉터리 또는 Active Directory 인증과 같은 로컬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리디렉션되지 않습니다.
• Microsoft DirectAccess VPN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PAC 파일 방법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 구성

WSS 관리자는 WSS 포털에서 PAC(프록시 자동 구성) 파일 URL 또는 통합 토큰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해당 PAC 파일 또
는 통합 토큰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그룹에 NTR 정책을 할당합니다.

Connectivity: WSS-SEP-WTR With Seamless Identification(영문)

Best practices for Endpoint Protection and Web Security Services integration(영문)

터널 방법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터널 방법은 베타 기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WSS 정책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Broadcom에는 테스트 가이드와 사용자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베타 웹 사이트가 있
습니다. Broadcom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 Validate.broadcom.com(영문)에 로그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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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6: 터널 방법 구성

단계 설명

1단계: WSS 포털에서 통
합 토큰 획득

1. 새로운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 또는 기본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에 통합 토큰을 추가
하십시오.
Connectivity: WSS-SEP-NTR With Seamless Identification(영문)

2. 정책을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3. 테스트 그룹에 NTR 정책을 할당하십시오.

2단계: 클라이언트에서 네
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클라이언트를 테스트하는 동안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 실행되어 WSS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또한 잘못 구성된 WSS 정책으로 인해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리소스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3단계: WSS 정책 구성 및
테스트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실험 환경에서 WSS 정책을 설정하거나 수정하십시오. 그
런 다음 WSS 정책에 대해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실행하며, 이때 대개는 장치가 WSS 정책을 준수하는
지 비교합니다.
Testing NTR policies on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client(영문)

4단계: 네트워크 트래픽 리
디렉션 정책 잠금

WSS 정책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는 클라이언
트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와 WSS의 연결을 끊을 수 없도록 정책을 잠그십시오.
NTR을 잠그려면 SEPM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에서 자물쇠를 잠그십시오.

보고

•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의 구성 변경 사항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감사 로그에 나타납니다.
• 터널 방법에 대한 이벤트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위협 요소 리디렉션 로그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시스템 로그에 업로드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NTR 로그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 상태 페이지의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옆에서 옵션 >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버전 변경 사항

• 버전 14.0.1 MP1부터 14.2 RU1까지는 WSS 트래픽 리디렉션이 Windows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 14.2 RU2에서는 Mac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14.2에서는 WSS를 통한 향상된 클라이언트 인증을 허용하고 웹 트래픽을 보내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웹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14.3 RU1에서는 WSS 트래픽 리디렉션이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NTR)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4.3 RU1에서는 터널 방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결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란?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NTR)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로 전송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클라이언트에서의 트래픽이 WSS 정책에 따라 허용되거나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시
스템을 안전하지 않은 URL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렇게 Symantec WSS와의 통합 기능을 사용하면 직원이 악성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이미 정의된 웹 사용 정책을 준수할 수 없게 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작동 방식

WSS 관리자는 Symantec WSS 포털에서 PAC 파일이나 통합 토큰을 생성합니다. 해당 PAC 파일 또는 통합 토큰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에 추가하면 SEP 클라이언트에 통합이 푸시됩니
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ctc.symantec.com에 연결하여 통합 토큰을 고객 ID로 변환하며, 고객 ID에는 로그인한 사용자 ID
및 장치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객 ID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때마다 로그온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이언
트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온하면 SEP 클라이언트가 세션 키와 PSK(사전 공유 키)를 사용하여 WSS에 대한 보안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SEP 클라이언트는 WSS에 ###을 제공합니다. 어설션에는 사용자 ID와 OS 버전 등의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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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 ##은 사용자가 캡티브 포털 또는 로밍 캡티브 포털(PAC 파일 방법만 해당)을 통해 인터넷
에 액세스할 때 다시 로그온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트래픽에 사용자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
으며 로깅 및 보고를 위해 WSS에 위험한 클라이언트 컨텍스트가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모든 브라우저 트래픽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WSS 서버로 리디렉션됨
• 차단됨
• 대상으로 계속 전송됨

리디렉션 방법

네트워크 위협 요소 리디렉션 정책은 클라이언트와 Symantec WSS 간에 두 가지 리디렉션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 표에
서는 각 방법의 이점과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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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7: 리디렉션 방법

방법 사용 시기 작동 방식

터널 터널 방법은 WSS 에이전트 기술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포함해서 배포하여 비 프록시
응용 프로그램을 캡처합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80 및 443뿐만 아니라 모든 포트로 리디렉션합니
다.

•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리
디렉션합니다. 웹 트래픽만 리디렉션하도록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 네트워크를 자주 변경하는 로밍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데이
터 센터 사이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PAC 파일 방
법은 트래픽을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 향후 WSS의 기본 연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Windows 10 64비트 버전 1703 이상에서만 실행
됩니다.

터널 방법은 현재 베타 기능으로 간주됩니다.

WSS 관리자는 WSS 포털에서 무작위 통합 토큰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에 추가합니
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 프록시 인식 응용 프로그
램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캡처하고, PAC 파일 리디
렉션만 사용할 때보다 세분화된 수준으로 보안을 관
리할 수 있습니다. WSS 통합 토큰은 추가 헤더 데이
터를 전달하여 트래픽을 시작한 사용자를 식별함으로
써 사용자별 트래픽 규칙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터널 방법을 통해 리디렉션되는 트래픽은 WSS 정책
의 설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책 규칙
에서는 웹 트래픽만 지정하거나 모든 포트 및 프로토
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터널 방법은 WSS 라이센
스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터널 방법은 암호화된 터널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PAC 파일 PAC 파일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터널 방법보다 빠릅니다.
• 지원되는 모든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실행됩니
다.

• Mac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 웹 트래픽만 리디렉션합니다.

WSS 관리자는 WSS 포털에서 PAC 파일을 구성하
여 PAC 파일 URL을 얻습니다. PAC 파일은 WSS로
의 웹 트래픽 리디렉션을 자동화하고 웹 브라우저를
위한 보안 프록시 설정을 제공합니다. PAC 파일 방법
을 사용하면 포트 80 및 443 트래픽(웹 트래픽)을 리
디렉션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443 외부
의 트래픽이나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
램에서의 트래픽은 리디렉션할 수 없습니다. 웹 트래
픽만 WSS로 리디렉션됩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액세
스할 때마다 브라우저는 PAC 파일에 정의된 대로 가
장 가까운 클라우드 호스팅 Web Security Service를
통해 모든 웹 브라우저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PAC 파
일이 정의하는 규칙에 따라, 지원되는 모든 브라우저
트래픽이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 WSS 통합 토큰이 없으면 모든 웹 브라우저 트래
픽이 WSS의 PAC 파일 URL을 방문합니다. 모든
사용자는 WSS의 동일한 트래픽 규칙을 준수합니
다.

• WSS 통합 토큰이 있으면 모든 웹 브라우저 트래
픽이 WSS의 로컬로 캐싱된 PAC 파일을 방문합
니다. WSS는 트래픽이 시작된 사용자를 확인하
고 그에 따라 웹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14.3 MP1 이하에서는 PAC 파일 방법을 웹 트래픽 리
디렉션(WTR)이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NTR) 터널 방법이 실행되어 클라이언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도움말 > 문제 해결 >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패널이 나타납니다. 이 패널이 나타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에서 터널 방법이 실행 중
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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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필드에 연결됨으로 표시되면 NTR이 연결된 것입니다.

2.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 URL pod.threatpulse.com으로 이동하십시오.
NTR이 실행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WSS에 재연결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계속 WSS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결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Wi-Fi가 다운되거나 인터넷 연결이 비활성화되거나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단 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복구되면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WSS에 재연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합니다.

방법 설명
클라이언트가 연결 해제 상태를 탐지한 경우 • SEP 클라이언트에서 상태 페이지를 누르십시오.

• NTR이 실행되어 연결되어 있고 올바르게 작동 중이면 페이지 상단의 막대가 녹색으로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WSS에 재연결하려면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해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 해제 상태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 클라이언트에서 상태 페이지를 누르십시오.
•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옆의 옵션 > 자세한 상태를 누르십시오.
• 상태 필드에 연결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연결을 누르십시오.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 테스트
테스트 웹 사이트 방문

WSS 솔루션은 응용 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를 분류한 다음 WSS 정책에 따라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허용하거나 거부함으로
써 조직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정책 테스트는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알려진 멀웨어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위험할 수 있는 사
이트 방문을 시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Symantec은 각 카테
고리에 대한 개별 링크가 있는 웹 사이트를 작성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링크를 눌러 위험 요소 없이 해당 카테고리
에 대한 방문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브라우저 창을 열고 http://sitereview.symantec.com으로 이동하십시오.
2. 카테고리를 누르고 테스트 페이지를 선택하십시오.
3. WSS 정책에서 허용 및 거부하는 사이트에 해당하는 개별 링크를 누르십시오. 에이전트가 WSS 카테고리 정책을 준수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허용된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4. 위협 요소 위험을 누르고 테스트 페이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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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시뮬레이션된 위험 요소가 1부터 10까지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5. 각 링크를 눌러 클라이언트가 WSS 위험 요소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책에 따라 허용된 사이트 방문

이 예에서는 WSS 정책이 허용하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트래픽은 WSS로 리디렉션 및
검사되고, 웹 사이트로 전달됩니다.

1. http://www.broadcom.com으로 이동하십시오.
2.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사이트를 여는지 확인하십시오.

WSS 정책을 사용하여 터널 방법 테스트

WSS 관리자가 WSS 콘솔에서 설정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통합 NTR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각 조직의 정책이 다
르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의 목록을 가져오려면 WSS 관리자와 협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베타

Mac 클라이언트용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로의 웹 트래픽 리디렉션을 자동화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사용하는 각 시스템의 웹 트래픽을 보호합니다.

관리자는 프록시 구성 URL, 선택적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 루트 인증서 등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에 사용
되는 설정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만 구성할 수 있으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UI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Mac에서 프록시 구성 파일 URL은 시스템 환경설정 > 네트워
크의 프록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서는 키체인에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Safari, Chrome 및 Firefox 버전 65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됩니다. 14.2 RU1 이전 버전
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만 Safari와 Chrome을 지원합니다.

NOTE
터널 방법은 Mac 클라이언트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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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설정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로 전송하여 WSS가 트래픽을 허용
하거나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네트워크 트래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WSS는 WSS
관리자가 WSS에서 구성한 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참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내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효한 Web Security Service 구독권이 있어야
합니다. 구독에 대한 내용은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able 128: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설정

옵션 설명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기능
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 기능을 실행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해야 합니다.
PAC 파일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경우에도 암호화된 트
래픽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 루트 인증서 설치 옵션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14.3 RU1에서 변경된 것으로, 이전 이름은 WSS 트래픽 리디렉션 실
행이었습니다.

리디렉션 방법 • 터널 방법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자동으로 WSS로 리디렉션합니다. 터
널 방법은 베타 기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WSS 정책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 PAC 파일 방법은 웹 전용 트래픽(포트 80 및 443)을 리디렉션합니다.
리디렉션 방법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란?

Table 129: 터널 방법 옵션

옵션 설명

네트워크 통합 토큰 WSS 관리자는 WSS 포털에서 무작위 통합 토큰을 생성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토큰을 받으면 ctc.symantec.com에서 해당
토큰을 조회하여 고객 ID로 변환합니다. 고객 ID는 사용자 ID 및 클라이언트 컨
텍스트 정보를 WSS로 안전하게 전달하며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WSS에 연
결합니다.
참고: 설치 중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큰
대신 고객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130: PAC 파일 방법 옵션

옵션 설명

PAC(프록시 자동 구성) 파일 URL WSS 관리자가 정의한 프록시 자동 구성 파일의 URL을 나타냅니다.
이 URL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만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인터셉션 포트 로컬 프록시 서비스가 사용 중인 포트를 나타냅니다.
14.2 RU1 이전 버전의 경우 이 옵션은 Windows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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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네트워크 통합 토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토큰을 사용하여 사용자 ID 및 클
라이언트 컨텍스트 정보를 WSS로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로컬 프록시 서비스는
이 토큰이 있어야 웹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사용자별 규칙에 대한 헤더
정보를 구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PAC 파일의 로컬 캐싱이 허용됩니다.
14.2 RU1 이전 버전의 경우 이 옵션은 Windows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보호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직접 트래픽 허용 WSS 클라우드 프록시(proxySG)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이 실패할 경우 사용자가
웹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리자가
PAC 파일을 설정하지만 WSS 로밍 사용자는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인증에 실패하면 클라이언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인증에 실패하면 클라이
언트가 닫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증되기 전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이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
습니다. WSS는 백그라운드에서 5분마다 사용자 인증을 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WSS는 사용자에게 WSS 로밍 캡티브 포털에서 수동으로 인증하도록 요청합니
다.
이 설정은 유효한 인증 시도가 이뤄질 때까지 무시됩니다.
이 옵션은 14.2 RU2 MP1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LPS 사용자 정의 PAC 파일 실행 클라이언트의 LPS 서버에서 호스팅하는 기본 PAC 파일을 사용자 정의 PAC 파
일로 대체합니다. 사용자 정의 PAC 파일은 타사 응용 프로그램이 루프백 어댑터
에서 수신 대기하는 로컬 프록시 서버와 연동되지 않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합니
다. 우회 및 필터링을 위한 다른 모든 구성은 WSS 포털을 통해 만드는 것이 좋습
니다.
이 옵션은 14.3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경고: 사용자 정의 PAC 파일 옵션을 잘못 구성하면 클라이언트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 정의 PAC 파일의 효과는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
언트를 재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트래픽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클라이
언트에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 루트 인증
서 설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적절한 루트 인증서를 설치하여 암
호화된 트래픽을 보호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실행 옵션을 실행 중지한 경우 이 옵션을 실행하면
PAC 파일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루트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 테스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평가하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하기 전에 정책을 테스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으로 다
음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Table 131: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

기능 참조 항목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
어 차단

기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사이트에서 EICAR 테스트 바이러스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http://www.eicar.org/86-0-Intended-use.html(영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테스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테스트

SONAR Download the Socar.exe test file to verify that SONAR works correctly(영문)
인사이트 인사이트 및 시만텍 라이선싱 서버와의 연결을 테스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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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참조 항목

침입 차단 기본 IPS 정책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 제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의 시작 차단하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레지스트리에 쓸 수 없게 만들기
Preventing users from writing to a particular file(영문)
DLL을 차단하는 규칙 추가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규칙 추가 및 테스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의 시작 차단하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레지스트리에 쓸 수 없게 만들기
사용자가 특정 파일에 쓰지 못하게 차단
DLL을 차단하는 규칙 추가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규칙 추가 및 테스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테스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 바이러스 파일 eicar.com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EICAR 테스트 바이러스는 EICAR(European Institute for Computer Antivirus Research)에서 개발한 텍스트 파일입니
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를 쉽고 안전하게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클라
이언트의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EICAR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바이러스 차단 테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2016.eicar.org/86-0-Intended-use.html(영문)

2. EICAR 테스트 파일을 실행하십시오.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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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로그를 누르십시오.

4. 로그 탭의 로그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위험 요소를 누른 다음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5. 위험 요소 로그 페이지에서 바이러스 발견 이벤트가 나타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의 시작 차단하기
FTP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전송
하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FTP 클라이언트를 시작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칙을 추가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열고
응용 프로그램 제어 창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2.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 있는 규칙 목록에서 원하는 규칙을 선택하고 속성 탭에 있는 규칙 이름 입력
란에 ftp_ blocked_from_cmd을 입력하십시오.

3.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4.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아래에 cmd.exe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5.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조건 추가 > 프로세스 시작 시도를 누르십시오.

6. 속성 탭에서 설명 입력란에 no ftp from cmd를 입력하십시오.

7.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8.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아래에 ftp.exe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9.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작업 탭에 있는 액세스 차단, 로그 실행, 사용자에게 알림을 차례로 누르십
시오.

10.사용자에게 알림 아래에 ftp is blocked if launched from the cmd를 입력하십시오.

11.확인을 두 번 누르고 정책을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규칙을 테스트합니다.

12.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칙을 테스트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명령 프
롬프트를 여십시오.

13.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ftp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규칙이 지정한 것처럼 FTP 클라이언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레지스트리에 쓸 수 없게 만들기
사용자가 레지스트리에 있는 레지스트리 키나 값을 수정 또는 액세스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특정 레지스트리 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레지스트리 키를 볼 수는 있지만 이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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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하십시오.
• 레지스트리 키에 대해 쓰기 규칙이 아닌 읽기 규칙을 추가하십시오.
• 레지스트리 키에 새로운 값을 추가해 보십시오.

1. 테스트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명령줄을 연 다음 regedit를 입력하여 레지스트리 편집
기를 여십시오.

2.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HKEY_LOCAL_MACHINE\Software를 확장한 다음 test라고 불리는 새로운 레지스트리 키를 생
성하십시오.

3.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레지스트리에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열고 응용 프로그
램 제어 창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4.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규칙 추가를 누르십시오.

5. 속성 탭에 있는 규칙 이름 입력란에 HKLM_write_not_allowed_from_regedit을 입력하십시오.

6.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7.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아래에 regedit.exe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조건 추가 >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를 누르
십시오.

9. 속성 탭에서 설명 입력란에 registry access를 입력하십시오.

10.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11.레지스트리 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 있는 레지스트리 키 입력란에 HKEY_LOCAL_MACHINE\software\test를 입력
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2.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의 작업 탭에 있는 읽기 시도 그룹 상자에서 액세스 허용, 로그 실행, 사용자에
게 알림을 차례로 누르십시오.

13.사용자에게 알림 아래에 reading is allowed를 입력하십시오.

14.생성, 삭제 또는 쓰기 시도 그룹 상자에서 액세스 차단, 로그 실행 및 사용자에게 알림을 누르십시오.

15.사용자에게 알림 아래에 writing is blocked를 입력하십시오.

16.확인을 두 번 누르고 정책을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규칙을 테스트합니다.

17.사용자가 레지스트리에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칙을 테스트하려면 해당 정책을 적용한 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레
지스트리 편집기에서 HKEY_LOCAL_MACHINE\Software를 확장하십시오.

18. test라고 불리는 앞서 생성한 레지스트리 키를 누르십시오.

19.해당 테스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새로 만들기, 문자열 값을 누르십시오.

이제 test 레지스트리 키에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파일에 쓰지 못하게 차단
사용자가 파일을 볼 수는 있지만 수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볼 수 있지만 편집해서는 안 되는 재무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5



 

사용자에게 파일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 수 있지만 편집할 수는 없게 하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특정 파일에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칙을 추가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열고 응용 프로그램 제어
창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2.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규칙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속성 탭에 있는 규칙 이름 입력란에 1.txt in c read allowed write terminate를 입력하십시오.

4.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5.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아래에 notepad.exe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조건 추가 >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를 누
르십시오.

7. 속성 탭에서 설명 입력란에 file access launched를 입력하십시오.

8.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9. 파일 또는 폴더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 있는 비교할 파일 또는 폴더 이름 그룹 상자 안의 입력란에 c:\1.txt를 입력하
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10.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의 작업 탭에 있는 읽기 시도 그룹 상자에서 액세스 허용, 로그 실행, 사용자에
게 알림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11.사용자에게 알림 아래에 reading is allowed를 입력하십시오.

12.생성, 삭제 또는 쓰기 시도 그룹 상자에서 액세스 차단, 로그 실행 및 사용자에게 알림을 누르십시오.

13.사용자에게 알림 아래에 writing to block Notepad를 입력하십시오.

14.확인을 두 번 누르고 정책을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규칙을 테스트합니다.

15.사용자가 특정 파일에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칙을 테스트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 c:\ 드
라이브로 이동한 다음 파일 > 새로 만들기 > 텍스트 문서를 누르십시오.

메모장으로 파일을 생성하면 읽기 전용이 됩니다.

16.파일의 이름을 1.txt로 변경하십시오.

이 파일을 c:\ 폴더에 저장해야 합니다.

17.메모장에서 c:\1.txt 파일을 여십시오.

파일을 열 수는 있지만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DLL을 차단하는 규칙 추가 및 테스트
사용자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에 사용하는 DLL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DLL을 차단하기 위해 DLL의 로드를 차단하는 규
칙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svcrt.dll 파일에는 Microsoft WordPad와 같은 다양한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프
로그램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Msvcrt.dll을 차단하는 규칙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Microsoft
WordPad를 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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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보안에 민감하게" 작성된 일부 응용 프로그램이 DLL의 주입을 악성 코드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입을
차단하거나 DLL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시도합니다.

1. DLL을 차단하는 규칙을 추가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열고 응용 프로그램 제어 창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2.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규칙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속성 탭에서 규칙 이름 입력란에 Block user from opening Microsoft WordPad를 입력하십시오.

4.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5.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아래에 C:\Program Files\Windows NT\Accessories
\wordpad.exe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조건 추가 > DLL 로드 시도를 누르십시오.

7. 속성 탭에서 설명 입력란에 dll blocked를 입력하십시오.

8. 이 규칙을 다음 DLL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9. DLL 정의 추가 대화 상자의 비교할 DLL 이름 그룹 상자에 있는 입력란에 MSVCRT.dll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10.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작업 탭에 있는 액세스 차단, 로그 실행, 사용자에게 알림을 차례로 누르십
시오.

11.사용자에게 알림 아래에 Should not be able to load WordPad를 입력하십시오.

12.확인을 두 번 누르고 정책을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규칙을 테스트합니다.

 407



 

13. DLL을 차단하는 규칙을 테스트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Microsoft WordPad를 열어 보십시오.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규칙 추가 및 테스트
프로세스 탐색기는 열리거나 로드된 DLL 프로세스와 해당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리소스를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프로세스
탐색기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세스 탐색기를 사용하여 계산기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
를 시도하는 경우 프로세스 탐색기를 종료하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규칙을 추가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열고 응용 프로그램 제어 창에서 추가를 누르십시
오.

2.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규칙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속성 탭에 있는 규칙 이름 입력란에 Terminates Process Explorer if Process Explorer tries to
terminate calc.exe를 입력하십시오.

4.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5.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에서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아래에 procexp.exe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규칙 목록 아래에 있는 추가 > 조건 추가 > 프로세스 종료 시도를 누르십시
오.

7. 속성 탭에서 설명 입력란에 dll stopped를 입력하십시오.

8.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누르십시오.

9. 프로세스 정의 추가 대화 상자의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그룹 상자에 있는 입력란에 calc.exe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
십시오.

10.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대화 상자에서 작업 탭에 있는 프로세스 종료, 로그 실행, 사용자에게 알림을 차례로 누르
십시오.

11.사용자에게 알림 아래에 If you try to terminate the calc from procexp, procexp terminates를 입
력하십시오.

12.확인을 두 번 누르고 정책을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규칙을 테스트합니다.

13.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규칙을 테스트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URL을 사용하여 무료 버전의 프로세스 탐색기
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하십시오.

http://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bb896653.aspx(영문)

14. Windows에서 계산기를 실행하십시오.

15.프로세스 탐색기를 여십시오.

16.프로세스 탐색기 창에서 calc.exe 프로세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프로세스 종료를 누르십시오.

프로세스 탐색기가 종료됩니다.

기본 IPS 정책 테스트
기본 IPS 정책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트리거해야 합니다.

기본 IPS 정책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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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파일(.exe)의 이름을 jpeg(.jpg)으로 변경하십시오.

2. .jpg 파일을 웹 서버\사이트로 업로드하십시오.

3.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름을 변경한 실행 파일을 여십시오.

NOTE

이름을 변경한 실행 파일을 열려면 IP 주소를 사용하여 웹 서버\사이트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을 입력합니다. http://web server IP address/renamed executable.jpg

4. 클라이언트에서 IPS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경우 다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jpg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 알림 영역 아이콘에 클라이언트가 .jpg 파일을 차단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보안 로그를 열고 클라이언트가 .jpg 파일을 차단했음을 나타내는 로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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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공용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런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 업데이트
를 다운로드합니다. 컨텐츠에는 바이러스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호스트 무결성 템플릿 등이 포함됩니다.

Table 13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단계

태스크 설명

관리 서버에
LiveUpdate의 최신 컨
텐츠가 있는지 확인(권
장)

기본적으로, LiveUpdate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다음 상
황에서는 LiveUpdate를 직접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설치 중에 LiveUpdate를 건너뛰었습니다.
• 이 경우 호스트 무결성 템플릿 및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LiveUpdate를 실행해야
합니다.

• 다음 예약된 업데이트 전에 LiveUpdate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최신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
.jdb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Download .jdb files to update definitions for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또한 복제를 사용하는 경우 로컬 사이트와 파트너 사이트 간에 컨텐츠 및 정책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받는 방법
변경(선택 사항)

기본적으로,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관리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가져옵니다. 다른 제공 방
법으로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내부 LiveUpdate 서버 또는 타사 도구 배포가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이
언트 플랫폼,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 또는 네트워크 제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 방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관리 서버에 대한
LiveUpdate 설정 변경
(선택 사항)

LiveUpdate 세션의 빈도, 다운로드된 보호 구성 요소 등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네트워크 과부하 완화
(권장)

관리 서버가 클라이언트에서 전체 정의 패키지에 대한 동시 요청을 너무 많이 받은 경우 네트워크가 과부
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부하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클라이언트에서 전체 정의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요청의 네트워크 과부하 완화

성능 개선(권장) 다운로드가 네트워크 대역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업데이트를 받지
않도록 컨텐츠를 임의로 다운로드하십시오.
동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정보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다운로드가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실행되도록 구성

엔드포인트 사용자가
자신의 업데이트를 관
리하도록 조치(선택 사
항)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는 언제든 LiveUpdat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업데
이트에 대해 사용자에게 부여할 제어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에 대한 사용자의 제어 범위 구성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하여 정의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스템에서 컨텐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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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시만텍의 엔진 업데이
트 릴리스 전 테스트
(선택 사항)

시만텍은 엔진 업데이트를 분기별로 릴리스합니다. 이러한 엔진 업데이트가 릴리스되기 전에 특정
Symantec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여 엔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덕션 환
경에 배포하기 전에 엔진 컨텐츠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릴리스하기 전에 엔진 업데이트 테스트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그러나 클라이언트 플랫폼, 네트워크 구성, 클라이언트 수 등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업데이트 방법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보안 정책 및 액세스 정책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Table 133: 컨텐츠 배포 방법 및 사용 시기

방법 설명 사용 시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으로(기본값)
(Windows, Mac,
Linux)

기본 관리 서버가 관리 대상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자동
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가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의 업데이트 일
정을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통신 모드
및 하트비트 빈도를 기준으로 관리 서버의 컨텐츠를 다
운로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네트워크에 제약이 있거나 회사의 정책상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또는 대역폭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경우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와 함께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 또는 Linux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
이트를 받으려면 Apache Web Server를 구성해야 합니
다.
Enabling Mac and Linux clients to download
LiveUpdate content using the Apache Web server as a
reverse proxy(영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에서 클라이언트 시스
템으로
(Windows만 해당).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수
신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입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
자가 그룹의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전
송합니다. 하나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여러 그룹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LiveUpdate 컨텐츠를 배포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정책을 업데이
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업체는 관리 서버에 대한 로드를 줄
여 주고 내부 LiveUpdate 서버보다 구성이 쉽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업체는 최소한의 대역폭을 가진 원
격지의 그룹에 사용하십시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
츠 배포
여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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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설명 사용 시기

내부 LiveUpdate 서버
에서 클라이언트 시스
템으로
(Windows, Mac,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수신하는 내부 LiveUpdate 서버로부터 직
접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설정하고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 목록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서버에서 관리 서버로의 다운로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 구성
내부 LiveUpdate 서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LiveUpdate Administrator Use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Downloading LiveUpdate Administrator(영문)

내부 LiveUpdate 서버를 통해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관
리 서버의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조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 LiveUpdate 서버 사용을 고
려하십시오.
• 클라이언트가 10,000개 이상 실행되는 대규모 네트
워크의 관리

• 외부 LiveUpdate 서버에 연결하면 안되는 Mac 또는
Linux 클라이언트의 관리

• 컨텐츠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배포하는 데
LiveUpdate를 사용하는 여러 Symantec 제품을 배
포하는 경우

Note: 관리 서버와 내부 LiveUpdate 서버를 동일한 실
제 하드웨어 또는 가상 시스템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시스템에 설치할 경우 심각한 서버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LiveUpdate Administrator 2.x and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on the same computer(영문)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외부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
언트 시스템으로
(Windows, Mac,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시기를 예약해야
하거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클
라이언트 간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제한되는 경우 외부
Symantec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예약된 업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가 장시간 응답하지 않을 경우
를 제외하고 항상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Note: 네트워크로 연결된 많은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가
외부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가져
오도록 구성하지 마십시오. 이 구성은 불필요한 대역폭
을 소비합니다.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타사 도구 배포
(Windows만 해당).

Microsoft SMS와 같은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업데
이트 파일을 클라이언트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하기 전에 테
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 툴 배포 인프라를 운영
중일 경우 이 방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컨텐츠 배포

Intelligent Updater
(Windows만 해당).

Intelligent Updater 파일에는 수동으로 클라이언트를 업
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컨텐츠와 침입 차단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만텍 웹 사이트에서 Intelligent Updater 자동 압축 풀
기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스템에서 컨텐츠 업데이트
다른 유형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려면 관리 서버를 설
치하고 구성하여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준비해야
합니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업데이
트

다음 그림에서는 소규모 네트워크의 배포 아키텍처 예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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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의 배포 아키텍처 예를 보여 줍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
택
바이러스 정의 및 기타 컨텐츠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따라 달라
집니다.

Table 134: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에 따른 컨텐츠 배포 방법

플랫폼 방법

Windows 기본적으로 Windows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에서 컨텐츠를 가져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는 또한 다음 원본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LiveUpdate 서버(외부 또는 내부)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 외부 LiveUpdate 서버(테스트 전용)
Windows 클라이언트에 릴리스하기 전에 엔진 업데이트 테스트

• 그룹 업데이트 공급업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 타사 배포 도구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컨텐츠 배포

• Intelligent Updater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스템에서 컨텐츠 업데이트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수신하는 컨텐츠 유형
• 클라이언트가 여러 원본에서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 관리 서버가 전체 정의 패키지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에서 더 적은 패키지(즉, 델타)를 가
져올 수 있는지 여부
전체 정의 패키지는 매우 큽니다. 전체 패키지를 너무 많이 다운로드하면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델타는 훨씬 작으므로 네트워크 대역폭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습니다.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요청의 네트워크 과부하 완화

Mac 또는 Linux • LiveUpdate 서버(외부 또는 내부)
• 역방향 프록시로 구성하는 Apache Web Server

Enabling Mac or Linux clients to download LiveUpdate content using the Apache Web server as a reverse
proxy(영문)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LiveUpdate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 유형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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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
로드
LiveUpdate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성하는 경우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컨텐츠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이 사이트의 모든 관리 서버에 대한 컨텐츠가 다운로드됩니다.

컨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결정

Table 135: 컨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결정

결정 설명

어떤 LiveUpdate 서버가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
해야 하는가?

외부 Symantec LiveUpdate 서버(권장)를 지정하거나 이전에 설치되어 구성된 내부 LiveUpdate 서버를 하나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내부 LiveUpdate 서버를 동일한 실제 하드웨어 또는 가상 시
스템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시스템에 설치할 경우 심각한 서버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LiveUpdate 서버를 하나 이상 사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시만텍 공용 LiveUpdate 서버를 마지막 항목으
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목록의 모든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LiveUpdate 서버를 계속 사용하려면 최신 버전의 LiveUpdate Administrator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Downloading LiveUpdate Administrator(영문)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사이트는 컨텐츠 리비전
몇 개를 저장해야 합니까?

버전 12.1.6 이상에서는 관리 서버에 가장 최근의 전체 컨텐츠 패키지가 저장되며 여기에 지정한 리비전 만
큼 증분 델타가 저장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서버에 여러 컨텐츠 리비전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디스크 공
간을 줄여줍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중에 선택하는 클라이언트 수는 서버에 저장되는 리비전 수를
정의합니다.
각 LiveUpdate 컨텐츠 유형에 대한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의 경우:
• 관리 서버가 500개 미만의 클라이언트 관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리비전 21개가 저장됩니다.
• 관리 서버가 500개 미만의 클라이언트 관리를 선택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리비
전 90개가 저장됩니다.

12.1.6의 경우 또는 14로 업그레이드한 경우:
• 클라이언트 100개 미만을 선택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리비전 12개가 저장됩
니다.

• 클라이언트 100개에서 500개를 선택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리비전 21개가
저장됩니다.

• 클라이언트 500개에서 1,000개를 선택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리비전 42개
가 저장됩니다.

• 클라이언트 1,001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리비전 90개가 저장
됩니다.

업그레이드 중 대부분의 경우 설치는 이러한 새 기본값과 일치하기 위해 리비전 수를 늘립니다. 이 증가는 위
기준에 따라 업그레이드 전 리비전 수가 새로운 최소 기본값보다 적은 경우 발생합니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사이트가 LiveUpdate 컨
텐츠 업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확인할 것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4시간마다 LiveUpdate를 실행하도록 하는 기본 예약이 권장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운영 체제에 컨텐츠
를 다운로드하는가?

LiveUpdate는 지정된 운영 체제에만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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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설명

사이트 및 클라이언트에
어떤 컨텐츠 유형을 다운
로드할 것인가?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 LiveUpdate 컨텐츠 정책에 지정된 컨텐츠 업데이트를 모두 다운로드하는지 확인하
십시오.
LiveUpdate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 유형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어떤 언어의 제품 업데이
트를 다운로드할 것인가?

이 설정은 제품 업데이트에만 적용됩니다. 컨텐츠 업데이트는 모든 언어에 대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정의를 위해 다운로드해
야 할 컨텐츠의 크기는 얼
마나 됩니까?

버전 14의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 기반인 축소된 크기의 정의 세트(최신 정의만 포함)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의 확장된 정의 세트를 사용합니다.
14에는 전체 정의 세트를 다운로드하는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1.6.x 내장/VDI 클라이언트에는 기존 축소 크기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Warning! 관리 서버가 네트워크에 포함된 클라이언트 유형에 따라 올바른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가 설치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업데
이트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엔진 업데이트를 릴리스
하기 전에 테스트해야 합
니까?

대규모 조직의 경우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배포하기 전에 새 엔진 업데이트와 정의를 테스트해야 합니
다. 최소한의 중단 및 중단 시간으로 새 엔진 업데이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릴리스하기 전에 엔진 업데이트 테스트

LiveUpdate 서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컨텐츠를 관리 서버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사이트 내의 모든 관리 서버에 대한 컨텐츠가 다운로드됩니다.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사이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4. LiveUpdate 원본 서버에서 원본 서버 편집을 누른 다음 관리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현재 LiveUpdate 서버
를 확인하십시오. 이 서버는 기본적으로 Symantec LiveUpdate 서버입니다. 확인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기존 LiveUpdate 원본 서버를 사용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려면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 사용을 누른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LiveUpdate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 사용을 선택한 경우 입력란에 LiveUpdate 서버를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장애 조치를 위해 하나 이상의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서버가 오프라인되면 다른 서버에서 지원을 제공합니
다. 또한 시만텍 공용 LiveUpdate 서버를 목록의 마지막 서버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 서버를 추가하는 경우
http://liveupdate.symantecliveupdate.com을 URL로 사용하십시오.

NOTE

UNC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LiveUpdate에서 사용자 이름의 일부로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을 사용하도록 요구
합니다.

시스템이 도메인에 있는 경우 domain_name\user_name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
오.

시스템이 작업 그룹에 있는 경우 computer_name\user_name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
십시오.

LiveUpdate 서버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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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운로드용 디스크 공간 관리에서 보관할 LiveUpdate 컨텐츠 리비전 수를 입력하십시오.

6. 다운로드 예약 그룹 상자에서 예약 편집을 누르고 서버가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주기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확
인을 누르십시오.

7. 다운로드할 플랫폼에서 플랫폼 변경을 누른 다음 플랫폼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을 플랫폼은
선택 해제하십시오.

8.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에서 다운로드되는 업데이트 유형 목록을 검사하십시오.

업데이트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선택 변경을 누르고 목록을 수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 목록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컨텐츠 정책에 포함된 컨텐츠 유형 목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9. 클라이언트 유형에 대해 다운로드할 컨텐츠에서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 또는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중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유형을 결정하십시오. 네트워크에서 12.1.x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경우 축소 크기 컨텐
츠나 표준 크기 컨텐츠도 다운로드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WARNING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유형에 맞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설치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설정을 수정하려면 선택 변경을 누르고 선택 사항을 수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0.다운로드할 언어에서 다운로드되는 업데이트 유형의 언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언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선택 변경을 누르고 목록을 수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1.확인을 눌러 선택 사항을 저장하고 창을 닫으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최신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
LiveUpdate에서는 예약에 따라 정의 및 기타 컨텐츠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합니다. 하지
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최신 버전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컨텐츠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이 컨텐츠를 기본 LiveUpdate 정책을 통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제공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최신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홈을 누르십시오.

2. 엔드포인트 상태 그룹 상자의 Windows 정의에서 관리자 최신 업데이트와 시만텍 최신 업데이트의 날짜를 비교하십시
오.

3.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 > 서버 > 로컬 사이트(내 사이트)를 누르십시오.

4. 태스크에서 LiveUpdate 컨텐츠 다운로드 > 다운로드를 누르십시오.

LiveUpdate를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시만텍 보안 연구
소에서 .jdb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이러한 파일의 컨텐츠를
처리하여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Download .jdb files to update definitions for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LiveUpdate의 컨텐츠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된 시기 확인

LiveUpdate의 컨텐츠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된 컨텐츠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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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6. 관리 페이지의 태스크에서 서버를 누르고 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7.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다운로드 상태를 확인하려면 LiveUpdate 상태 표시를 누르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사용 중인 현재 컨텐츠의 버전을 확인하려면 LiveUpdate 상태 표시를
누르십시오.

8. 닫기를 누르십시오.

Troubleshoot LiveUpdate and definition issues with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LiveUpdate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 유형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공개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모든 유형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모든 컨텐츠 유형을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합니다.

사이트에서 컨텐츠 유형을 제외하고 LiveUpdate 컨텐츠 정책에서 컨텐츠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컨텐츠가 클라이언트로 전
송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 않는 한 컨텐츠 유형을 제외하지 마십시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LiveUpdate는 업데이트된 정책을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관리자가 그룹에 새
정책을 할당하거나 기존 정책을 편집하면 클라이언트의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Table 136: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컨텐츠 유형

컨텐츠 유형 설명

클라이언트 제품 업
데이트

이 설정은 선택 해제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업데이트는 설치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향상된 기능입니다. LiveUpdate를 사용하여 제품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만텍은
Broadcom Download Management(영문) 페이지를 통해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 서
버 소프트웨어 및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웹 링크 및 이메일 및 패키지 저장 옵션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통해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클라이언트 보안 패
치

공개된 Windows 클라이언트의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호 기능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설정 정책 > 추가 설정 탭의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 설정 확인란을 사용하면 LiveUpdate, 관리 서버 또
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통해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정의

x86 플랫폼과 x64 플랫폼에 개별 바이러스 정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 유형에는 자동 보호 포
털 목록과 Power Eraser 정의도 포함됩니다.

SONAR 지능형 시
그니처

제로 데이 공격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침입 차단 시그니처 네트워크 위협 요소 및 호스트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침입 차단과 탐지 엔진 및 메모리 악용 완화를 지원합
니다.

호스트 무결성 컨텐
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업데이트된 패치 및 보안 수단을 적용하는 미리 정의된 요구 사항의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LiveUpdate는 Windows 운영 체제 및 Mac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시스템용 템플릿을 다운로드합니다.
템플릿에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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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유형 설명

제출 제어 시그니처 시만텍 보안 연구소(Symantec Security Response)로 제출하는 흐름을 제어합니다.
평판 설정 보호에 사용되는 평판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인증서 및 다운로드 인사이트의 업데이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다운로
드는 시만텍이 신뢰할 수 있는 시그니처 목록을 정의 스타일 업데이트로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

호스트 및 엔드포인트에서 의심스러운 활동과 문제를 탐지하고 조사하는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구성 요소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DR은 이 사후 분석 정보를 제출 및 EDR 서버를 비롯한 여러 제품
구성 요소에 제공합니다.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engine updates for 14 RU1 and newer clients(영문)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

네트워크 전송 및 원격 측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체 제품에서 사용하는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평판 조회뿐 아
니라 EDR을 사용한 제출 및 통신에 필요합니다. 이 카테고리의 정의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대해 각각 SEPM STIC 및 SEPC STIC가 포함됩니다.

고급 시스템 학습 낮은 대역폭 정책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사용되는 정의(14.0.1에 추가
됨). 인터넷 연결이 느린 네트워크에 있는 표준 클라이언트 및 내장 클라이언트의 경우 낮은 대역폭 모드를 사용합
니다. 낮은 대역폭 모드에서는 LiveUpdate가 1주일에 한 번 이하의 빈도로 정의를 다운로드합니다. 낮은 대역폭
모드를 사용하려면 클라우드에 등록하고 낮은 대역폭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낮은 대역폭 모드는 다크 네트워
크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관리 서버를 등록하지 않거나 낮은 대역폭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옵션을 실행 중
지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대역폭 및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십시오.
낮은 대역폭 환경의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WSS 트래픽 리디렉
션

Web Security Services(WSS) 트래픽 리디렉션 기능이 사용하는 정의. WSS 트래픽 리디렉션은 WSS 서버를 사
용하여 웹 브라우저에 보안 프록시 설정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14.1 MP1에서 추가되었습니다.

SymPlatform 정의 Symantec Endpoint Foundation(SEF)은 미래의 보호 기술을 LiveUpdate를 통한 컨텐츠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
니다. SEF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이 새로운 기능을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
다.
URL 평판에 대한 정의 포함(14.3 RU1 이상)

응용 프로그램 제어
컨텐츠

응용 프로그램 제어 엔진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에 사용되는 정의. 이 옵션은 항상 실행해 두어야 합니다.
이 컨텐츠는 버전 14.2 이상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됩니다. 기존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먼저 14.2로 업그레
이드해야 합니다.

정책 명령 처리기 정책 명령 처리기 엔진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D 데
이터

Active Directory 방어 엔진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이 기능은 14.2 RU1에서 추가되었습니다.

LiveUpdate Administrator content options for Endpoint Protection 14(영문)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을 포함하여 LiveUpdate 컨
텐츠 정책의 다음 컨텐츠 유형은 실행 중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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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7: 기능 및 필요한 업데이트 컨텐츠

단독 실행 클라이언
트를 설치하는 경우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러한 컨텐츠 유형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 SONAR 정의
사이트 속성에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을 구성하는 경우 이를 SONAR 지능형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 중앙 관리 평판 설정
사이트 속성에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을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컨텐츠 유형을 평판 설정이라고 합니다.

• 해지 데이터(기본적으로 다운로드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구성할 수 없음)
• 시만텍 허용 목록
• 제출 제어 시그니처
• 자동 보호 포털 목록
• Power Eraser 정의
•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14부터)
•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14부터)
•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
• 고급 시스템 학습(14.1부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다운로드 보호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 SONAR 정의
사이트 속성에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을 구성하는 경우 이를 SONAR 지능형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 중앙 관리 평판 설정
• 해지 데이터
• 시만텍 허용 목록
• 침입 차단 시그니처
이 옵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침입 차단 시그니처 및 침입 차단 엔진 모두에 대한 업데이트
가 포함됩니다.

• 제출 제어 시그니처
• 자동 보호 포털 목록
• Power Eraser 정의
•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14부터)
•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14부터)
•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
• 고급 시스템 학습(14.1부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Outlook 검사기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 SONAR 정의
사이트 속성에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을 구성하는 경우 이를 SONAR 지능형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 중앙 관리 평판 설정
• 해지 데이터
• 시만텍 허용 목록
• 제출 제어 시그니처
• 자동 보호 포털 목록
• Power Eraser 정의
•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14부터)
•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
• 고급 시스템 학습(1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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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행 클라이언
트를 설치하는 경우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러한 컨텐츠 유형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Notes 검사기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 SONAR 정의
사이트 속성에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을 구성하는 경우 이를 SONAR 지능형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 중앙 관리 평판 설정
• 해지 데이터
• 시만텍 허용 목록
• 제출 제어 시그니처
• 자동 보호 포털 목록
• Power Eraser 정의
•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14부터)
•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
• 고급 시스템 학습(14.1부터)

위협 요소 사전 차단 >
SONAR

SONAR 정의
제출 제어 시그니처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고급 시스템 학습

위협 요소 사전 차단 > 응
용 프로그램 제어

제출 제어 시그니처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응용 프로그램 제어 컨텐츠(14.2부터)

통합 정책 WSS 트래픽 리디렉션(14.1 MP1부터)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침입 차단

• 침입 차단 시그니처
이 옵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침입 차단 시그니처 및 침입 차단 엔진 모두에 대한 업데이트
가 포함됩니다.

• 제출 제어 시그니처
•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방화벽

제출 제어 시그니처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호스트 무결성 호스트 무결성 컨텐츠
제출 제어 시그니처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기본적으로,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옵니다.

관리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은 경우 Windows 클라이언트용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업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UP는 관
리 서버에 대한 로드를 줄여 주고 내부 LiveUpdate 서버보다 설정이 쉽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클라이언트 업데이트에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설정하십시오.
• 네트워크 외부의 Symantec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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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설치하십시오.
내부 LiveUpdate 서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veUpdate ### ###를 참조하십시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LiveUpdate Administrator 1.x에 대한 이전 지원을 더 이상 제공하
지 않습니다. 내부 LiveUpdate 서버를 계속 사용하려면 최신 버전의 LiveUpdate Administrator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LiveUpdate Administrator 2.x 이상에 대한 지원은 항상 실행됩니다.

•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해당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십시오.

NOTE

업데이트를 위해 내부 LiveUpdate 서버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의 프록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설
정은 업데이트만을 위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다른 유형의 외부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의 클라이언트 외부 통신을 위한 프록시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Symantec LiveUpdate 또는 내부 LiveUpdate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 지정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도록 Windows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2. LiveUpdate 설정 탭에서 편집할 정책을 여십시오.
3. Windows 설정에서 서버 설정을 누르십시오.
4. 서버 설정 창에서 LiveUpdate 서버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5.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 사용을 누른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6. LiveUpdate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서버를 식별하고 이 서버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URL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HTTP 또는 HTTPS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예: 도메인 이름: http://myliveupdateserver.com

• IPv4 주소: http://192.168.133.11:7070/clu-prod
• IPv6 주소: http://[fd00:fe32::b008]:7070/clu-prod

– FTP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서버의 FT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ftp://myliveupdateserver.com
– LAN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서버 UNC 경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myliveupdateserver\LUDepot

7. 필요한 경우 서버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NOTE
UNC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LiveUpdate는 사용자 이름과 함께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
다. 시스템이 도메인의 일부인 경우 domain_name\user_name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
십시오. 시스템이 작업 그룹의 일부인 경우 computer_name\user_name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
을 선택하십시오.

8. LiveUpdate 정책에서 예약을 눌러 LiveUpdate를 통한 업데이트의 예약을 설정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 구성

9. 필요한 경우 고급 설정을 누르십시오.
기본 사용자 정책, 제품 업데이트 설정 및 비표준 헤더 설정을 유지할지 또는 변경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
용자가 업데이트 설정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LiveUpdate 세션을 시작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에 대한 사용자의 제어 범위 구성

10.확인을 누르십시오.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도록 Mac 클라이언트 또는 Linux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정책 페이지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2. LiveUpdate 설정 탭에서 정책을 여십시오.
3. Mac 설정이나 Linux 설정에서 서버 설정을 누르십시오.
4.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 사용을 누른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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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veUpdate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서버를 식별하고 이 서버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URL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HTTP 또는 HTTPS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예: 도메인 이름: http://myliveupdateserver.com

• IPv4 주소: http://192.168.133.11:7070/clu-prod
• IPv6 주소: http://[fd00:fe32::b008]:7070/clu-prod

– FTP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서버의 FT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ftp://myliveupdateserver.com
– LAN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서버 UNC 경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myliveupdateserver\LUDepot

6. 필요한 경우 서버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7. 서버가 FTP를 사용하는 경우, 고급 서버 설정을 누르고 서버가 사용하는 FTP 모드(능동 또는 수동)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예약을 수정하려면 예약을 누르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실행되도록 구성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에 대한 네트워크 과부하를 완화하려면 LiveUpdate 서버의 업데이트도 가져오도록 클라이언트를 설
정해야 합니다.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 LiveUpdate 서버의 업데이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또는 Apache 웹 서버를
역방향 프록시로 설정하여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Enabling Mac and Linux clients to download LiveUpdate content using the Apache Web server as a reverse proxy(영문)

NOTE

프록시 서버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사이에 통신을 설정하여 프록시 서버가 시만텍 제품 정보
사용 기간 서비스에 연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는 사이트와 외부 Symantec LiveUpdate 서버 사이
에 추가 보안 단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Symantec LiveUpdate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LiveUpdate 정책을 열고 편집을 누르십시오.

2. Windows 설정, Mac 설정 또는 Linux 설정 아래에서 서버 설정을 누르십시오.

3.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 사용을 누르거나 다른 LiveUpdate 서버를 지정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프록시 구성을
지정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Symantec LiveUpdate에서 컨텐츠를 다
운로드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
만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므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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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서버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Symantec LiveUpdate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프록시 서버를 연결할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프록시 서버 탭의 HTTP 프록시 설정 또는 FTP 프록시 설정에서 프록시 사용에 대해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5. 프록시 설정을 입력하십시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가 Symantec LiveUpdate 또는 내부 LiveUpdate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 지정

클라이언트가 Symantec LiveUpdate 또는 내부 LiveUpdate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
하는 프록시 서버 지정
클라이언트가 내부 LiveUpdate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설정은 그룹 업데
이트 공급자의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OTE

다른 클라이언트 통신에 대한 프록시 설정은 별도로 구성합니다.

1. 옵션 1: Windows 시스템 또는 Linux 시스템의 클라이언트가 Symantec LiveUpdate 또는 내부 LiveUpdate 서버에 통신
하는 데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를 지정하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른 다음 LiveUpdate 설정 탭을 누르십시오.

3. 원하는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4. Windows 설정이나 Linux 설정에서 서버 설정을 누르십시오.

5. LiveUpdate 프록시 구성에서 프록시 옵션 구성을 누르십시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HTTP 또는 HTTPS 탭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FTP에 대한 프록시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 HTTP 탭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7.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옵션 2: Mac 시스템의 클라이언트가 Symantec LiveUpdate 또는 내부 LiveUpdate 서버에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를 지정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 정책을 누르십시오.

10.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 창의 설정에서 외부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오.

11.프록시 서버(Mac) 탭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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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 구성
LiveUpdate 클라이언트 예약 설정은 LiveUpdate 설정 정책에 정의됩니다. 이 설정은 Symantec LiveUpdate 서버 또는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가져오는 LiveUpdate 세션에 적용됩니다.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대역폭을 절약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약된 LiveUpdate 세션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날짜가 3일 이상 지났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8시간 넘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NOTE

네트워크에 자주 연결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최신 업데이트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해당 시스템이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이 서버는 공개 서버이므로 클라이언트는 업
데이트를 가져오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1. 옵션 1: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을 구성하려면 정책을 누른 다음 LiveUpdate를 누르
십시오.

2. LiveUpdate 설정 탭에서 원하는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3. Windows 설정에서 예약을 누르십시오.

4. LiveUpdate 예약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5. 빈도를 지정하십시오.

매일을 선택할 경우 실행할 시간도 설정하십시오. 매주를 선택할 경우 실행할 시간과 요일도 설정하십시오.

6. 계속 이외의 다른 빈도를 선택하는 경우 재시도 시간대를 지정하십시오.

재시도 시간대는 예약된 LiveUpdate가 어떤 이유로 실패할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LiveUpdate 실행을 시도하는 시
간 또는 일 수입니다.

7. 필요한 경우 추가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정의가 오래되었거나 클라이언트가 최근에 관리 서버에 연결된 적이 없었던 경
우에는 LiveUpdate를 실행할 때 기본값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9. 옵션 2: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을 구성하려면 정책을 누른 다음 LiveUpdate를 누르십시
오.

10. LiveUpdate 설정 정책 탭에서 원하는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11. Mac 설정에서 예약을 누르십시오.

12.빈도를 지정하십시오.

매일을 선택할 경우 실행할 시간도 설정하십시오. 매주를 선택할 경우 실행할 시간과 요일도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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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마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14.옵션 3: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을 구성하려면 LiveUpdate 설정 정책 탭에서 원하는 정
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15. Linux 설정에서 예약을 누르십시오.

16. LiveUpdate 예약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NOTE

이 확인란을 선택 해제하지 마십시오. LiveUpdate 예약을 실행 중지할 경우 Linux 클라이언트가 최신 업데이
트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17.빈도를 지정하십시오.

매일을 선택할 경우 실행할 시간도 설정하십시오. 매주를 선택할 경우 실행할 시간과 요일도 설정하십시오.

18.계속 이외의 다른 빈도를 선택하는 경우 재시도 시간대를 지정하십시오.

재시도 시간대는 예약된 LiveUpdate가 실패할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LiveUpdate 실행을 시도하는 시간 또는 일 수
입니다.

컨텐츠 다운로드를 임의 시간에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9.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LiveUpdate에 대한 사용자의 제어 범위 구성
출장 중인 사용자가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여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받도록 허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다운로드에 대해 설정한 LiveUpdate 예약을 사용자가 수정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설치 패키지가 생성될 때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에 LiveUpdate 설정 정책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스템
을 재시작한 후에는 정책 설정이 항상 사용자의 변경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시스템 재시작 후 LiveUpdate 설정에
대한 사용자의 변경 사항을 유지하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설치 파일에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십
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내보낸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LiveUpdate에 대한 사용자의 제어 범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설정 탭에서 원하는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Windows 설정에서 고급 설정을 누르십시오.

5. 사용자 설정 창에서 사용자가 LiveUpdate를 직접 시작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6. 사용자가 LiveUpdate 예약을 수정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선택 사항).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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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요청의 네트워크 과부하 완화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의 전체 세트를 동시에 요
청하는 심각하지만 빈번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디스크 공
간이 부족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정의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실패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관리 서버가 정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지 않았는데 클라이언트가 이 특정 델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어느 경우든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부터 전체 정의 세트가 포함된 패키지를 요청해
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서버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관리 서버가 지정한 기간 내에 특정 수의 전체 정의 세트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통지.
환경에서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기반으로 이 통지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통지를 구성하려면 네트워크 부하: 바이
러스 및 스파이웨어 전체 정의 요청 통지 조건을 추가하십시오.
관리자 통지 설정

• 관리 서버가 전체 세트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서버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에 대한
델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고급 설정 > LiveUpdate 서버에서 보다 작은 크기의 클라이언
트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십시오를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전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세트를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
네트워크 과부하 통지를 수신하는 경우 관리 서버에서 전체 패키지의 추가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 중인 다운로드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을 구성하려면 관리 > 서버 > server_name > 서버 속성 편집 > 전체
정의 다운로드 > 클라이언트의 전체 정의 패키지 다운로드 차단을 누르십시오.
전체 정의 다운로드

컨텐츠 동시 다운로드 무작위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무작
위로 동시에 다운로드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LiveUpdate 서버의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무작위로 다운로드하도록 지원
합니다. 무작위화 방식은 최대 네트워크 트래픽을 낮추며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수행 기능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화 창을 구
성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서버는 무작위 수행 창을 사용하여 컨텐츠 다운로드 간격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무작위
수행 설정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작위 수행 창 값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버를 실행하는 동일한 실제 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가상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위 수행 값을 높이
면 서버의 성능이 개선되지만 가상 시스템에 대한 컨텐츠 업데이트가 지연됩니다.

또한 관리 서버를 실행하는 단일 서버에 실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여러 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무작위 수행 창의 값을 높여
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대 서버 비율이 높을수록 무작위화 창을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무작위 수행 값
이 높을수록 서버의 최대 로드는 낮아지지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컨텐츠 업데이트는 지연됩니다.

클라이언트 수가 매우 적고 컨텐츠를 빠르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무작위 수행 창의 값을 낮은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무
작위화 값이 낮을 수록 서버의 최대 로드는 높아지지만 클라이언트에 컨텐츠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그룹에 대한 무작위 수
행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LiveUpdate 설정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LiveUpdate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무작위 수행 설정은 LiveUpdate 설정 정책의 일부로 구성됩니다.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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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화
여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동시에 컨텐츠 다운로드를 시도할 경우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성능이 저
하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속한 그룹의 통신 설정에서 무작위 수행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
트 시스템은 이 시간대 내에 발생하는 임의 시간에 컨텐츠 다운로드를 시도합니다.

NOTE

통신 설정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무작위 수행 설정은 제어하
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무작위화 설정은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 다운로드를 무작위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그룹을 누르십시오.

3. 정책 탭의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에 있는 설정에서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오.

4. 통신 설정 대화 상자의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에서 무작위 수행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5. 무작위 수행 시간대를 변경하십시오(선택 사항).

6. 확인을 누르십시오.

동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정보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화
여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다운로드를 시도할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또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무작위 수행 창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이 시간대 내에 발생하는 임의 시간에 컨텐츠 다운로드를 시도합니다.

NOTE

LiveUpdate 설정 정책의 예약 설정은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무작위화는 제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무작위 수행 설정은 시스템이 속
한 그룹의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무작위로 다운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설정 탭에서 편집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Windows 설정, Mac 설정 또는 Linux 설정 아래에서 예약을 누르십시오.

5.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옵션에서 다음 기간(시간) 전/후의 임의 시간에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NOTE

매주 업데이트를 선택한 경우 이 설정은 일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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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작위 시작 시간 기간을 변경하십시오(선택 사항).

7. 확인을 누르십시오.

동시 컨텐츠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정보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실행
되도록 구성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 문제를 완화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실행되도록 컨텐츠 다운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CPU 및 디스크 작업과 같은 여러 기준이 시스템의
유휴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휴 탐지가 실행된 상태에서 업데이트 시점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세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유휴 상태가 아닙니다.
• 시스템이 배터리 전원으로 구동 중입니다.
• CPU 사용량이 많습니다.
• 디스크 I/O가 많습니다.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후 세션 차단 기준은 CPU 사용량 많음, 디스크 I/O 많음 또는 네트워크 연결 안 됨으로 줄어듭니다. 예약된 업데이
트가 두 시간 지연되는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유휴 상태와 관계없이 예약된 LiveUpdate가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실행되도록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
오.

1.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설정 탭에서 편집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Windows 설정에서 예약을 누르십시오.

5.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될 때까지 예약된 LiveUpdate를 지연합니다. 지연된 세션은 무조건 실행됩니다.를 선택하십시
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 구성

정의가 오래되었거나 시스템 연결이 끊어졌던 경우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실행되도록 구성

정의가 오래되었거나 시스템 연결이 끊어졌던 경우 Windows 클라이언트 업
데이트가 실행되도록 구성
정의가 오래되었거나 시스템이 특정 시간 동안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끊긴 경우 Windows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되도록 보
장할 수 있습니다.

NOTE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의가 오래되었거나 시스템과 관리자 간의 연결이 끊어졌던 경우 Windows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되도록 구성하려
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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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설정 탭에서 편집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Windows 설정에서 예약을 누르십시오.

5.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가 다음보다 오래된 경우에만 LiveUpdate 실행:을 선택하고 시간이나 일수를 설정하십시
오.

6. 클라이언트가 다음 시간보다 오랫동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 연결이 끊긴 경우에만
LiveUpdate가 실행됨:을 선택하고 분이나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 구성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Window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실행되도록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하는 기본 방법은 관리 서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의 업데이트 일정을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통신 모드 및 하트비트
빈도를 기준으로 관리 서버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

1. 콘솔에서 LiveUpdate 정책을 열고 편집을 누르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서버 설정을 누르십시오.

3. 기본 관리 서버 사용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Windows 클라이언트에 릴리스하기 전에 엔진 업데이트 테스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엔진이 여러 개 포함됩니다. 이러한 엔진은 바이너리 파일
(.dll 또는 .exe)이며 보안 정의와 함께 제공됩니다. 시만텍은 이러한 엔진의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응합니다.

바이러스 정의는 하루에 여러 번 업데이트되지만 엔진 컨텐츠는 분기별로 업데이트됩니다. 시만텍은 LiveUpdate를 사용하
여 엔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버전 14.0.1 MP1부터 시만텍은 프로덕션 환경에 엔진 컨텐츠를 배포하기 전에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
는 특수 서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EAS(Early Adopter 서버)에 릴리스됩니다. 공용 LiveUpdate 서버에 대한 정
식 버전의 엔진이 출시되기 몇 주 전에 엔진 업데이트가 릴리스됩니다.

EAS를 사용하여 엔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랩 환경에서 사용한 후 충돌이 발생하면 시만텍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시만
텍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 정식 버전 출시 전에 미리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엔진 업데이트를 테스트하십시오.

1단계: 컨텐츠를 수신할 테스트 시스템 그룹 생성

2단계: Early Adopter Server에서 미리 릴리스된 컨텐츠를 수신하도록 테스트 시스템 구성

 429



 

3단계: 테스트 및 비테스트 시스템을 특정 엔진 버전으로 구성

4단계: 새 엔진 릴리스에 대한 통지 설정(선택 사항)

5단계: 엔진 컨텐츠가 릴리스된 후 테스트 시스템 모니터링

1단계: 컨텐츠를 수신할 테스트 시스템 그룹 생성

엔진 호환성을 가장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덕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준을 바
탕으로 EAS 컨텐츠를 수신할 클라이언트 시스템 세트를 선택하여 영구 테스트 그룹을 생성하십시오.

•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중요한 시스템을 식별하십시오. 이러한 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 데스크톱 이미지, POS(Point-of-Sale) 시스템 및 웹 서버 같은 개인용 시스템을 테스트가 필요
한 중요한 시스템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소프트웨어 충돌은 간헐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대표적인 작업 로드를 수행하는 프로덕션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 테스트하지 않는 프로덕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전 릴리스 컨텐츠를 수신하는 테스트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성하십
시오. 테스트하는 클라이언트와 테스트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모두 동일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이 설치되
어 있어야 하고 동일한 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EAS 테스트에 프로덕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테스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스트 중에
시스템의 기능을 실행하고 로드를 시뮬레이션하는 자동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수가 적은 고객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하나와 Windows 클라이언트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2단계: Early Adopter Server에서 미리 릴리스된 컨텐츠를 수신하도록 테스트 시스템 구성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Symantec Early Adopter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테스트 그룹의 LiveUpdate를 구성하십
시오.

Symantec Early Adopter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사이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원본 서버에서 원본 서버 편집을 누르십시오.
4. LiveUpdate 서버 대화 상자에서 Symantec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여 미리 릴리스된 컨텐츠 받기를 누르고 확인 >
확인을 누르십시오.

미리 릴리스된 Symantec Early Adopter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도록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새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열고 정책 >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서버 설정 > LiveUpdate 서버 사용 > Symantec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여 미리 릴리스된 컨텐
츠 받기를 누르십시오.

3. 확인을 누르고 정책을 테스트 그룹에 할당하십시오.

LiveUpdate 설정 정책이 EAS의 컨텐츠를 수신하는 동안 미리 릴리스된 버전의 컨텐츠가 테스트 클라이언트에 계속 수신됩
니다.

NOTE

비테스트 그룹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iveUpdate 서버에 구성된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유지하십시
오. 엔진의 정식 버전 출시 후에는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구성된 수신 방법에 따라
LiveUpdate 컨텐츠를 수신합니다.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3단계: 테스트 및 비테스트 시스템을 특정 엔진 버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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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십시오.

• 테스트 그룹은 최신 버전의 보안 정의 및 엔진을 수신합니다. 이 그룹은 이후의 모든 컨텐츠 리비전과 미리 릴리스된 엔
진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 비테스트 그룹은 기존의 안전한 버전의 엔진을 수신합니다.
14.0.1 MP1부터는 엔진 버전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특정 엔진과 연결된 최신 보안
정의를 계속해서 수신하지만 최신 엔진 버전은 수신하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테스트 그룹이 미리 릴리스된 컨텐츠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비테스트 그룹에 대해 다음
엔진 버전을 수동으로 선택하십시오.

4단계: 새 엔진 릴리스에 대한 통지 설정(선택 사항)

LiveUpdate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하는 예정된 엔진 릴리스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면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새 컨텐츠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된 시기에 대한 통지를 추가하십시오. 14.0.1 MP1부터
새 컨텐츠에 대한 통지에 새 엔진 릴리스와 보안 정의가 포함됩니다. 통지는 엔진 버전별 컨텐츠 리비전을 지정하는 하
나 이상의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이 엔진 업데이트 제공으로 인해 잠긴 경우에만 수신됩니다.
통지를 보려면 홈 페이지의 보안 상태 창에서 통지 보기를 누르십시오.

NOTE

EAS의 업데이트는 정기 LiveUpdate 서버 업데이트와 같은 빈도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통지가 너무 자주
수신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통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구성하십시오.

관리자 통지 설정
• 이전 릴리스의 경우 고객 제품 정보 사용 기간 포털에 로그온하십시오.

How PCS Customers can Sign Up for Alerts and Notifications(영문)

5단계: 엔진 컨텐츠가 릴리스된 후 테스트 시스템 모니터링

시만텍이 EAS에 엔진 업데이트를 게시하면 이 컨텐츠를 수신하도록 구성한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항목
을 모니터링하십시오.

• 테스트 시스템에서 미리 릴리스된 버전의 엔진 업데이트가 실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엔진 및 정의 확인

• Microsoft System Center Operations Manager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및 기타 중요 인프라의 가동 시간 및 가용 리
소스를 모니터링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예상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보호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또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검사를 실행한 후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시스템이 예상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엔진 업데이트로 인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 충돌이 의심되는 경우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단
계별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충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만텍은 게시 일정을 조정하고 고
객과 함께 문제를 수정합니다. 그런 다음 EAS에 업데이트된 엔진을 다시 게시합니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기본적으로 LiveUpdate 서버에서 관리 서버로 다운로드되는 최신 버전의 컨텐츠가 Windows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다운
로드됩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은 클라이언트가 확인 및 설치할 수 있는 컨텐츠 유형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의 또는 엔진의 최신 세트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충돌을 야기합니다.
• 컨텐츠를 프로덕션 환경에 릴리스하기 전에 제어 그룹에서 새 엔진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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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기능은 극히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컨텐츠 유형 선택을 해제하면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기능이 최신으로 유
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 > LiveUpdate를 누르고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을 여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보안 정의를 누르십시오.

Mac 클라이언트 또는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 컨텐츠를 롤백할 수 없습니다.

3. 컨텐츠를 특정 버전으로 롤백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리비전 선택 > 편집을 누르고 리비전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특정 보안 정의 세트 하나로 클라이언트를 고정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새 보안 정의를 수신하지 않
습니다.

• 엔진 버전 선택 > 편집을 누르고 엔진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14.0.1 MP1에서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특정 엔진으로 고정하지만 해당 엔진에 연결된 최신 보안 정의를 계
속해서 배포합니다. 환경에서 작동하는 현재 엔진을 알고 있고 새 엔진을 릴리스하기 전에 다른 그룹에서 새 엔진을
테스트해야 하는 경우 엔진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 사용을 눌러 해당 컨텐츠
유형에 대한 최신 엔진 버전과 정의를 계속 수신하십시오. 14.0.1 이하 클라이언트는 이 설정을 무시합니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컨텐츠 업데이트를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문제를 해결한 후 Windows 설정에서 각 컨텐츠 유형에 대해 보안 정의 > 최신 업데이트 사용을 누르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릴리스하기 전에 엔진 업데이트 테스트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른 클라이언트로 직접 배포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입니다.

GUP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관리 서버의 처리 능력을 GUP로 오프로드하여 대역폭과 관리 서버 리소스를 절약합니다.
• 네트워크 연결이 제한적이거나 느린 클라이언트에 효과적으로 업데이트를 전송합니다.
• 내부 LiveUpdate 서버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138: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는 태스크

단계 설명

1단계: 구성할 수 있는 그룹 업데이
트 공급자 유형 간의 차이점 이해

단일, 복수 또는 교차 서브넷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은 네트워크 및 해당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의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정책당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을 한 개 이상 구성할 수 있
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할 때 발생하는 영향

2단계: 클라이언트 통신 확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십시오.
모니터 페이지의 로그 탭에 있는 시스템 로그에서 클라이언트-서버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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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3단계: 하나 이상의 LiveUpdate 설
정 정책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구성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4단계: 그룹에 LiveUpdate 설정 정
책 할당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는 그룹에 LiveUpdate 설정 정책을 할당합니다. 또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있는 그룹에도 정책을 할당합니다.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경우 사이트의 그룹당 LiveUpdate 설정 정책을 하나씩 할당합니다.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및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의 경우 서브넷상의 여러 그룹에
LiveUpdate 설정 정책을 하나씩 할당합니다.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5단계: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
트 공급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지정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확인하려면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
시오.
•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 탭을 누르고 클라이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필드는 True 또는 False입니다.

•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검색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여러 유형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
은 네트워크 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책당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을 한 개 이상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
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Table 139: 특정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 사용 시기

그룹 업데이
트 공급자 유형 사용 시기

단일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그룹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입니
다.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면 단일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변환됩니다. 모든 그룹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동일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할 경우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
하십시오.
단일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사용하여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고정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사용되는 클라이언트의 위치가 변경되면 정책에서 IP 주소를 변
경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그룹에 있는 여러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려면 각 그룹별로 LiveUpdate 설정 정책을 별도
로 생성해야 합니다.

다중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규칙 세트 또는 기준을 사용하여 자체 서브넷의 클라이언트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
할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지정하십시오. 클라이언
트 시스템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 서버가 해당 클라이언트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글로벌 목록에 추가
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 서버는 글로벌 목록을 네트워크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클라이
언트는 이 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의 서브넷에 있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면 다중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변환됩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십시오.
• 그룹이 여러 개 있고 각 그룹별로 다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선택 규칙을 지정하는 정책을 하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위치가 변
경되어도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
(는) 사이트와 도메인상의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결합하여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네트워
크에 있는 모든 그룹에 속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장애 조치 메커니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
하면 각 서브넷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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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업데이
트 공급자 유형 사용 시기

명시적 목록 클라이언트가 해당 클라이언트의 서브넷과 다른 서브넷에 있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 연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명시적 목록을 사용합니다. 위치가 바뀌는 클라이언트는 목록 중 가장 가까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로밍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은 클라이언트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목록을 구성할 때 IP 주소가 특정 서브넷에 속하는 클라이언트는 특정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도
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여러 개의 IP 주소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 서버에서는 사용할 그룹 업데이
트 공급자와 일치시킬 때 클라이언트의 모든 IP 주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책과 일치하는 IP 주소가 클라이언
트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 바인딩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A이고 이 주소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 및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와 통신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클라이언트에 IP 주소 B도 있으며 이 주소가 이 클라이언트의 LiveUpdate 설정 정책
에 구성된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와 일치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주소 B가 그룹 업데이
트 공급자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주소가 아니지만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단일 또는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 이 정책으로 어떤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작동할지 지정합니다.
• 이 정책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컨텐츠 업데이트에 사용해야 하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합니다.

• 이 정책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컨텐츠 업데이트에 사용해야 하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변환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명시적 공급자 목록만 포함하는 정책을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다른 정책에서 단일 그
룹 업데이트 공급자나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는 다른 정책에서 두 유형을 모두 구성할 수 있
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선택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업데이트 가져오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할 때 발생하는 영향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오지 않고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만 업데이트를 가져오도록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복수 또는 교차 서브넷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은 네트워크 및 해당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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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

1.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구성하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설정 탭에서 원하는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편집을 누르십시오.

4. LiveUpdate 설정 정책 창에서 서버 설정을 누르십시오.

5. 내부 또는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기본 관리 서버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6.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7.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누르십시오.

8.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명시적 목록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9.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설정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시스템에 컨텐츠가 다운로드 및 저장되는 방법을 제어하는 옵션
을 구성하십시오.

컨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11.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려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대화 상자에서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선택하고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역할을 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
십시오.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12.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구성을 위한 절차로 돌아가십시오.

13.여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려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대화 상자에서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선택한 다
음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 구성을 누르십시오.

14.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 대화 상자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트리 노드를 선택한 다음 추가를 누르고 규칙 세트를
추가하십시오.

15.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규칙 기준 지정 대화 상자의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시스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 레지스트리 키
• 운영 체제

16.시스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또는 레지스트리 키를 선택한 경우 추가를 누르십시오.

17. IP 주소 또는 호스트이름, Windows 레지스트리 키 또는 운영 체제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하십시오.

규칙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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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 대화 상자로 돌아갈 때까지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 대화 상자에서 규칙 세트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19.확인을 누르십시오.

20.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구성을 위한 절차로 돌아가십시오.

21.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명시적 목록을 구성하려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대화 상자에서 로밍 클라이언트의 명시적 그
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선택한 다음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 구성을 누르십시오.

22.추가를 누르십시오.

23.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추가 대화 상자에서 이러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연결할 클라이언트 서브넷을 입력하
십시오.

클라이언트 서브넷 마스크 지정을 누르고 한 번에 하나씩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서브넷을 추가하십시오.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추가

24.설정할 연결의 유형(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네트워크 주소 기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연결 유형에 필요한 설정을 입력하십시오.

25.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검색
클라이언트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탭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검색하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또한 클라이언트의 속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는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인지 여부를 나타내
는 필드가 포함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검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2. 클라이언트 탭의 보기 상자에서 클라이언트 상태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 창에서 클라이언트 검색을 누르십시오.

4. 찾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5. 대상 그룹 상자에서 그룹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6. 검색 기준 아래 검색 필드 열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선택하십시오.

7. 검색 기준 아래 비교 연산자 열에서 =를 선택하십시오.

8. 검색 기준 아래 값 열에서 True를 선택하십시오.

검색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9. 검색을 누르십시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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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할 때 발생하는 영향
정책에서 단일 또는 여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체크인된
공급자를 모두 나열하는 전체 목록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4비트 운영 체제: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
outbox\agent\gup\globallist.xml

32비트 운영 체제: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outbox\
agent\gup\globallist.xm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요청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이 전체 목록을 제공하여 해당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하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세스 덕분에 단일 공급자가 명시적 연결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여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나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만 포함하는 정책이 구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도
단일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클라이언트가 해당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가
져오는 공급자의 전체 목록에 단일 공급자가 속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잠재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정책에 구성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에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만 포함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해
당 그룹의 모든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전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에 있으면서 명시
적 연결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NOTE

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여러 IP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와 비교할 때 모든 IP 주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책과 일치하는 IP 주소
가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간의 통신에 사용하는 인터페
이스에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정책에 구성된 경우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
은 순서에 따라 전체 목록에 있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 여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의 공급자(순서대로)
•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의 공급자(순서대로)
•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구성된 공급자

다음과 같은 유형의 명시적 연결 기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서브넷 A의 클라이언트는 IP 주소가 x.x.x.x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호스트 이름: 서브넷 A의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이름이 xxxx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 서브넷 A의 클라이언트는 ### B에 상주하는 모든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일 정책의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에서 여러 연결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 연결 기준을
구성하든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시적 연결을 잘못 구성한 경우 업데
이트를 받아야만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명시적 연결 기준이 단일 정책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 클라이언트가 서브넷 10.1.2.0에 있는 경우 IP 주소가 10.2.2.24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용
• 클라이언트가 서브넷 10.1.2.0에 있는 경우 IP 주소가 10.2.2.25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용
• 클라이언트가 서브넷 10.1.2.0에 있는 경우 호스트 이름이 SomeMachine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용
• 클라이언트가 서브넷 10.1.2.0에 있는 경우 서브넷 10.5.12.0의 모든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용
• 클라이언트가 서브넷 10.6.1.0에 있는 경우 서브넷 10.10.10.0의 모든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용

이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브넷 10.1.2.0에 있으면 처음 4개의 규칙은 적용
되지만 다섯 번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10.15.1.0과 같이 연결이 지정되지 않은 서브넷에 있으면 어
떤 규칙도 해당 클라이언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의 정책에서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을 사용
하도록 지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칙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이 없습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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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클라이언트 기능을 실행 중지한 경우에
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 방법이 없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스
템에서 컨텐츠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LiveUpdate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LiveUpdate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LiveUpd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Intelligent Updater.exe 파일은 클라이언트만 업데이
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ntelligent Updater 파일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이 관리되는 클라이언
트를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Windows용 Intelligent Updater 파일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업데이트가 포함된 자동 실행 파일입니다. SONAR 정
의 및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위한 추가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 및 Linux의 경우 바이러스 및 스
파이웨어 정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선호하는 배포 방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NOTE

Intelligent Updater 파일은 다른 컨텐츠 유형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ntelligent Updater
는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자동 보호 포털 목록, Power Eraser 정의 또는 축소 크기 정의를 지원하지 않습니
다.

1.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https://www.symantec.com/security_response/definitions.jsp(영문)

2.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 가능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
(Windows 및 Linux)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2
(Windows 및 Linux)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3 이상
(Windows 및 Linux)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
(Windows 및 Linux)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intosh 12.x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intosh 14.x

페이지가 새로 고쳐지고 해당 버전에 사용 가능한 컨텐츠가 표시됩니다.

3. 파일 기반 보호(기존 바이러스 차단), 네트워크 기반 보호(IPS)(Windows만 해당) 또는 동작 기반 보호(Windows만 해당)
에서 다운로드 옆에 있는 정의를 누르십시오.

4. 업데이트할 클라이언트 버전에 해당하는 파일 이름을 누르십시오.

NOTE

Linux 바이러스 정의의 경우 Unix 플랫폼 탭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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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하드 드라이브의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6. 선호하는 배포 방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파일을 배포하십시오.
추가 파일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7.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바이러스 정의 및 보안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에 배포된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찾으십시오.

8.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Windows의 경우: .exe 파일을 두 번 누른 후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 Mac의 경우: .zip 파일을 두 번 누르고 .pkg 파일을 두 번 누른 후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 Linux의 경우: 파일에 실행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uudecode 및 uncompres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superuser 권한으로 .sh 파일을 실행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ow to update a Linux-based computer with Intelligent Updater definitions(영문)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업데이트
일부 대규모 기업에서는 IBM Tivoli 또는 Microsoft SMS 같은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컨텐츠 업데
이트를 배포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관리되고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를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는 내부 또는 외부 LiveUpdate 서버에서
만 컨텐츠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타사 배포 도구 사용을 설정하기 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업데이트하려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
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Table 140: 업데이트에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태스크

태스크 설명

컨텐츠 업데이트를 수
신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하십
시오.

컨텐츠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수신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그룹의 LiveUpdate 설정
정책을 타사 컨텐츠 업데
이트 배포를 허용하도록
구성하십시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려면 이를 허용하도록 그룹의 LiveUpdate 설
정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타사 컨텐츠 배포를 허용하도록 LiveUpdate 설정 정책 구성

타사 배포 도구에서 업데
이트를 받기 위해 단독 실
행 클라이언트를 준비하
십시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각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에 레지
스트리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타사 배포 도구에서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준비

컨텐츠를 찾아 복사하고
배포하십시오.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그룹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
(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있는 index2.dax 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기본적으로 SEPM_Install\data
\outbox\agent 폴더의 하위 폴더에 위치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려면 index2.dax 파일을 사용하십
시오.
기본 SEPM_Install 설정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
다.
32비트 시스템(12.1.x)의 경우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컨텐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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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타사 컨텐츠 배포를 허용하도록 LiveUpdate 설정 정책 구
성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려면 이를 허용하도록 클라이언트 그룹의 LiveUpdate 설정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LiveUpdate를 수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실행 중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그룹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위치에 폴더가 나타납니다.

• Vista 이상 운영 체제
C:\ProgramData\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CurrentVersion\inbox

• Vista 이전 운영 체제(기존 12.1.x 클라이언트의 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Application Data\Symantec\CurrentVersion\inbox

LiveUpdate 정책을 통해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에 타사 컨텐츠 배포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에서 LiveUpdate를 누르십시오.

3. LiveUpdate 설정 탭의 태스크에서 LiveUpdate 설정 정책 추가를 누르십시오.

4. LiveUpdate 정책 창의 정책 이름 및 설명 입력란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5. Windows 설정에서 서버 설정을 누르십시오.

6. 타사 관리에서 타사 컨텐츠 관리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7. 다른 모든 LiveUpdate 원본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정책 할당 대화 상자에서 예를 누르십시오.

이 작업을 취소하고 나중에 정책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선택 사항).

10. LiveUpdate 정책 할당 대화 상자에서 이 정책을 할당할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할당을 누르십시오.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타사 배포 도구에서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준비
설치 파일에서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경우 즉시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LiveUpdate 컨텐츠 또는 정책 업데
이트를 클라이언트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보안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러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타사 배포 도구가 전송하
는 컨텐츠를 신뢰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타사 배포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전송하려면 먼저 각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레지스트리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키는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의 받은 편지함 폴더를 통해 LiveUpdate 컨텐츠
및 정책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받은 편지함 폴더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의 다음과 같은 위치에 나타납니다.

• Vista 이상 운영 체제
C:\ProgramData\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CurrentVersion\inbox

• Vista 이전 운영 체제(기존 12.1.x 클라이언트의 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Application Data\Symantec\CurrentVersion\inbox

레지스트리 키를 생성하고 나면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컨텐츠 또는 정책 업데이트를 이 폴더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신뢰하고 처리합니다.

타사 배포 도구에서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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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regedit.exe 또는 다른 Windows 레지스트리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 Windows 레지스트
리 키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 64비트 시스템의 12.1.5 이상 클라이언트에서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Symante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SPE\TPMState를 추가하십시오.

• 32비트 시스템의 12.1.5 이상 클라이언트 및 다른 모든 12.1 클라이언트에서 HKEY_LOCAL_MACHINE\SOFTWARE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SPE\TPMState를 추가하십시오.

2. 레지스트리 키의 값 유형을 DWORD(32비트) 또는 QWORD(64비트)로 설정하고 값은 다음과 같이 16진수 80으로 설정
하십시오.
0x00000080 (128)

3. 레지스트리 키를 저장한 다음 레지스트리 편집 도구를 종료하십시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업데이트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컨텐츠 배포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컨텐츠 배포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컨텐츠를 배포하려면 index2.dax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index2 파일의
LiveUpdate 관련 컨텐츠에는 컨텐츠 모니커라는 GUID와 관련 일련 번호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컨텐츠 모니커는 특
정 컨텐츠 유형에 해당합니다. index2 파일의 각 일련 번호는 특정 컨텐츠 유형의 리비전에 해당합니다. 설치한 보호 기능에
따라 어떤 보호 유형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LiveUpdate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 유형

NOTE

컨텐츠 모니커는 일반적으로 각 주 릴리스와 함께 변경됩니다. 때때로 보조 릴리스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
만텍은 일반적으로 릴리스 업데이트 또는 유지 관리 패치에서 모니커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ContentInfo.txt 파일을 열어 보면 모니커와 해당 컨텐츠 유형의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ntentInfo.txt 파일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Inetpub\content\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35CB6A4-441F-4e8a-A897-804CD859100E}: SEPC Virus Definitions 

Win32 12.1 RU6 - MicroDefsB.CurDefs - SymAllLanguages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그룹에는 고유한 index2 파일이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 그룹의
index2 파일은 해당 그룹의 폴더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그룹의 폴더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outbox\agen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룹의 폴더 이름은 그룹
정책 일련 번호와 일치합니다. 이 일련 번호는 그룹 속성 대화 상자 또는 클라이언트 페이지 세부 사항 탭에 있습니다. 각 그
룹 정책 일련 번호의 처음 네 자리 16진수 값은 해당 그룹 폴더의 처음 네 자리 16진수 값과 일치합니다.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index2.dax 파일은 암호화됩니다.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동일한 폴더에 제공되는
index2.xml 파일을 열어 보십시오. index2.xml 파일은 컨텐츠 모니커 및 일련(리비전) 번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File Checksum="D5ED508E8CF7A8A4450B0DBA39BCCB25" DeltaFlag="1" 

FullSize="625203112" LastModifiedTime="1425983765211" Moniker=

"{535CB6A4-441F-4e8a-A897-804CD859100E}" Seq="150309034"/>

그룹에 대한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은 특정 컨텐츠 리비전 또는 최신 컨텐츠를 지정합니다. index2 파일의 일련 번호는 그
룹의 LiveUpdate 컨텐츠 정책에 있는 컨텐츠 사양에 해당하는 일련 번호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 모든 컨텐츠 유형
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 사용으로 구성된 경우 각 유형의 일련 번호는 사용 가능한 최신 컨텐츠입니다. 이 경우 index2 파일
에 최신 컨텐츠 리비전에 대응하는 일련 번호(리비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배포가 제대로 수행됩니다. 일련 번호가
다른 리비전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배포가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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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클라이언트의 \inbox 폴더에 넣어야 합니다. Move 명령을 사용하면 업데이트 처리
가 트리거되지 않고 업데이트가 실패합니다. 배포를 위한 단일 아카이브로 컨텐츠를 압축하는 경우, 직접 \inbox
폴더로 압축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를 배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Work_Dir과 같은 작업 폴더를 생성하십시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의 경우 콘솔의 클라이언트 탭에서 업데이트할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속성을
누르십시오.

•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의 경우 콘솔의 클라이언트 탭에서 내 회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
십시오.

3. 7B86과 같은 정책 일련 번호의 처음 네 자리 16진수 값을 적어 두십시오.

4. 다음 폴더를 찾아보십시오.

SEPM_Install\data\outbox\agent

여기서 SEPM_Install 부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설치 폴더를 나타냅니다. 기본 설치 폴더는 C: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12.1.x를 실행하는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5. 정책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처음 네 자리 16진수 값이 포함되어 있는 폴더를 찾으십시오.

6. 해당 폴더를 연 다음 index2.dax 파일을 작업 폴더에 복사하십시오.

7. 다음 폴더를 찾아보십시오.

SEPM_Install\Inetpub\content

여기서 SEPM_Install 부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설치 폴더를 나타냅니다. 기본 설치 폴더는 C: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12.1.x를 실행하는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8. ContentInfo.txt를 열어서 읽고 각 target moniker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검색하십시오.

각 디렉터리의 컨텐츠는 target moniker\sequence number\full.zip|full 형식입니다.

9. 각 \target moniker 폴더의 컨텐츠를 \Work_Dir과 같은 작업 폴더에 복사하십시오.

10.각 \target moniker 내의 모든 파일과 폴더를 삭제하여 다음 폴더 구조와 파일만 작업 폴더에 남겨 두십시오.

\\Work_Dir\target moniker\latest sequence number\full.zip

이제 작업 폴더에는 클라이언트에 배포할 폴더 구조와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폴더의 컨텐츠를 각 클라이언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inbox\ 폴더에 배포
하십시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inbox\index2.da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inbox\target moniker\latest sequence number\full.zip

성공적으로 처리된 파일은 삭제됩니다. 성공적으로 처리된 파일은 잘못됨이라는 하위 폴더로 이동됩니다. 받은 편지함
폴더의 잘못됨 폴더에 파일이 표시되는 경우 이러한 파일을 사용하여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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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배포 도구에서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준비

Windows 클라이언트에 Endpoint Protection 보안 패치 다운로드
보안 패치의 정의 및 작동 방식

보안 패치는 클라이언트 코드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수정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 패
치입니다. 새로운 취약점이 알려지면 시만텍은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 패치를 제공하고 LiveUpdate 서버에 업로드합
니다. LiveUpdate 서버에서 관리 서버로 보안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LiveUpdate 서버, 관리 서버 또는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다른 컨텐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패치를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의 버전이 일치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LiveUpdate 서버, 관리 서버 또는 GUP에서 보안 패치를 받
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의 버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가 여러 버전의 클라이언트
를 관리할 때처럼 LiveUpdate 서버에서만 보안 패치를 받습니다. 관리 서버 또는 GUP를 사용하여 패치를 다운로드하려면
클라이언트 또는 관리 서버 버전을 동일한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언어가 관리 서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중국어 간체 클라이언트를 관리하
는 프랑스어 관리 서버는 프랑스어 클라이언트에만 보안 패치를 제공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NOTE

보안 패치는 유지 관리 패치와 다릅니다. 보안 패치는 가능한 보안 문제만 해결하며 LiveUpdate를 통해 제공됩니
다. 유지 관리 패치는 새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타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Broadcom Download
Management 페이지를 통해 전체 설치 다운로드로 제공됩니다.

Endpoint Protection 릴리스 유형 및 버전

클라이언트 버전별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안 패치의 예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버전 번호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보안 패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141: 클라이언트 버전별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안 패치의 예

관리 서버 버전 클라이언트 버전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서 패치를 다운로드하는가?

14.2 14.2 예
14.2 14.0.1 MP2 아니요
14.0.1 MP2 14.0.1 MP2 예
14.0.1 MP2 14.0.1 MP1 아니요
14.0.1 MP2 14.2 아니요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보안 패치 설치

기본적으로 LiveUpdate는 보안 패치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하고 여기에서 다른 컨텐츠 유
형에 대해 구성한 배포 방법에 기반하여 클라이언트에 패치를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보안 패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에도 해당 클라이언트가 재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패치되지 않은 버
전의 클라이언트를 계속 실행합니다. 최신 패치를 실행하려면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을 재시작하거나 관리 서버에서 재시작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는 재시작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알리는
통지를 전송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보안 패치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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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LiveUpdate가 보안 패치를 관리 서버로 다운로드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 대화 상자에서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2.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된 릴리스를 찾기 위한 리포트를 실행하려면 보호 엔진 및 컨텐츠 버전 리포트를 실행하십시
오.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 목록 생성

3. LiveUpdate 설정 정책이 패치를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LiveUpdate 설정 정책의 Windows 설정에서 고급 설정을 누르십시오. 최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
트 버전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보안 패치 다운로드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4. 통지가 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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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리포트 및 강제 적용

리포트와 로그의 실행 및 읽기 방법과 호스트 무결성 설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작업 방법을 설명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보호되고 회사의 보안 정책이 준수되도록 호스트 무결성을 설정합니다.
• 로그 및 리포트를 사용하여 사용 환경의 보안을 모니터링합니다.
• 통지를 관리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설정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조직의 보안 정책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설정하는 태스크에는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사용하여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142: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설정하는 작업

단계 설명

1단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컴플라이언스 실
패 시스템에 대한 교정 작업을 강제
로 실행하는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추가

새 정책을 추가할 경우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확인할 요구 사항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각 소프트웨어 유형별로 별도
의 요구 사항을 생성하십시오(예: 응용 프로그램, 파일 및 패치).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2. 컴플라이언스 실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교정 작업을 구성하십시오.
교정을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설
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3. 요구 사항이 확인되고 교정이 시도되는 순서를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기 전에 모든 업데이트가 적용되도록 특정 순서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2단계: 호스트 무결성 검사 및 통지
옵션 설정

•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는 빈도를 구성하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검사 빈도 설정 구성

•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성하십시오.
사용자의 호스트 무결성 교정 지연 또는 취소 허용

•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통과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통지가 나타나도록 설정
하십시오. 통지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다음 해야 할 작업을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최
종 사용자는 새 패치가 다운로드되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통지 구성

3단계: Peer-to-Peer 강제 실행 설
정

호스트 무결성 컴플라이언스 여부가 테스트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미 컴플라이언스 충족된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으면 Peer-to-Peer 강제 실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로 파일 공유를 위해 peer-to-peer 강제 실행을 사용합니다.
Peer-to-Peer 인증을 구성하여 원격 시스템 차단

4단계: 컴플라이언스 실패 시스템
및 교정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검
역소 정책 설정(선택 사항)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서 실패하고 교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검역소 정책을 사
용하여 시스템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실패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검역소 정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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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무결성 작동 방식
호스트 무결성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보호되고 회사의 보안 정책이 준수되도록 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으로 엔터프라
이즈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보안을 정의, 강제 실행 및 복원합니다.

Table 143: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강제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단계 설명

1단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호스트 무
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관리 서버는 할당된 그룹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다운로드합니다. 클라이언
트 시스템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는데 여기에서는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추가한 요구 사항
과 각 시스템의 구성을 비교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은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 패치, 핫픽스 및 기타 보안 요구 사항의 존재 여부
를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서 최신 패치가 운영 체제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호스트 무결성 설정

2단계: 호스트 무결성 검사 통과
또는 실패

• 모든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합니다.
• 시스템이 모든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실패합니다. 또한 검사가
통과하도록 실패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실패할 경우 호스트 무결성 검사 통과 허용

또한 방화벽 정책에서 Peer-to-Peer 인증을 설정하여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원격 시스템에 인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Peer-to-Peer 인증을 구성하여 원격 시스템 차단

3단계: 컴플라이언스 실패 시스
템이 실패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
를 재조정합니다(선택 사항).

•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실패하는 경우 재조정할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하기 위
해 클라이언트가 누락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미리 정의된 요구 사항 또는 사
용자 정의 요구 사항에서 재조정할 클라이언트 또는 최종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음 호스트 무결성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지 다시 검사합니다.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 교정을 확인하는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여전히 실패하면 클라이언트는 검역소 정책을 적용합니
다. 검역소 정책을 사용하여 실패한 시스템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검역소 정책 생성

• 클라이언트가 검역소 위치에 있는 동안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계속 실행되고 재조정을 시도합니
다. 검사 빈도 및 교정 설정은 호스트 무결성 정책 구성 방법에 따릅니다. 클라이언트가 재조정되
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면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검역소 위치에서 이동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4단계: 클라이언트는 계속 컴플
라이언스를 모니터링함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각 클라이언트의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클라이언
트의 컴플라이언스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시스템의 권한도 함께 변경됩니다.
•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변경하면 다음 하트비트에 해당 정책이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됩니다. 그
러면 클라이언트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다른 호스트 무결성 정책이 있는 위치로 전환할 때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진행 중이
라면 클라이언트에서 검사를 중지합니다. 교정 시도도 중지됩니다. 새 위치에서 교정 서버에 연결
할 수 없는 경우 시간 만료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는 결과
를 폐기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위치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기반으로 새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즉
시 실행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로그에서 호스트 무결성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 보기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
새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생성할 때는 추가할 요구 사항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요구 사항이 지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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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요구 사항을 통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최신 바이러스 정의 집합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교정 작업
예를 들어, 교정 작업에는 클라이언트가 누락된 바이러스 정의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는 URL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의 요구 사항 유형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요구 사항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Table 144: 호스트 무결성 정책의 요구 사항 유형

유형 설명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사용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 또는 파일이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실행 중인지 검사합
니다.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은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 스파이웨어 차단 소프트웨어, 방화벽, 패치 또는 서비
스 팩 같은 응용 프로그램 유형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패치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특정
운영 체제 패치를 실행하는지 검사합니다.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의 세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템플릿의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템플릿은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태스크를 위해 시만텍에서 사전 정의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최근 42일 동안 암호가 변경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를 작
성하기 위한 기초로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요구 사항은 호스트 무결성 정책 LiveUpdate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스트 무결성
템플릿을 관리 서버에 다운로드하기 위해 LiveUpdate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템플릿에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추가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은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이나 템플릿 모두 원하는 검사 유형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사
용합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은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과 동일한 필드를 포함하지만 유연성이 훨씬 뛰어납
니다. 예를 들어, 사전 정의된 스파이웨어 차단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스파이웨어 차단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응용 프로그램을 단일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에 포함시켜 필수 응용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Internet Explorer와 Mozilla Firefox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의 요구 사항에 포함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호스트 무결성 설정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호스트 무결성 정책의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차단 응용 프로그램, 스파이웨어 차단 응
용 프로그램, 방화벽 등 여러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검사합니다.

먼저 Windows 7 운영 체제의 특정 패치 같은 구체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
당 패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십시오.

2. 호스트 무결성 정책 페이지에서 요건 >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선택 요구 사항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
시오.

버전 12.1.x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에  On-Demand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경우에만 Mac을 누르십시오. 이(가) 수명 종
료에 도달했으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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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 사항에 대해 설정 및 교정 옵션을 구성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6.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을 할당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템플릿에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추가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 요구 사항이 실패한 경우, 필요한 파일을 복원하는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
이언트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또는 실행하여 파일을 복원합니다. 그러면 클라
이언트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정은 미리 정의된 요구 사항을 추가할 때와 동일한 대화 상자에서 설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교정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
로와 교정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법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시스템을 재조정할 때 해당 시스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제어 권한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시작
할 경우 사용자의 작업 내용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일과가 끝난 후에 실행되도록 교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복원을 위해 명령을 다운로드, 설치 또는 실행한 후 클라이언트는 항상 이 요구 사항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클라
이언트는 테스트 결과를 ## 또는 ##로 기록합니다.

미리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열고 미리 정의된 요구 사항을 추가하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2.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요구 사항 유형> 설치를 누르십시오.

3. 설치 패키지 다운로드를 누르십시오.

4. 다운로드 URL 텍스트 상자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할 설치 파일의 URL을 입력하십시오.

교정을 위한 파일 위치 및 실행 명령 지정

5. 명령 실행 텍스트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비워둡니다.
•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려면 %F%를 입력하십시오.

%F% 변수는 마지막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나타냅니다. 이 입력란에는 시작 > 실행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명
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ista 패치를 설치할 때는 %Systemroot%\system32\wusa.exe /quiet /
norestart %F%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필요한 경우 교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옵션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의 호스트 무결성 교정 지연 또는 취소 허용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요구 사항이 실패할 경우 호스트 무결성 검사 통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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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호스트 무결성 교정 지연 또는 취소 허용
사용자가 교정을 연기하여 보다 편리한 시간에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정을 연기하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스트 무결성 상태가 실패한 것으로 표시됩
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언제든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호스트 무결성 검사 교정 메시지 창은 클라이언트가 다른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할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5분마다 알림을 받도록 선택했지만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30분마다 실행되는 경우 메시지 창은 30
분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혼동을 방지하려면 최소 시간 설정을 호스트 무결성 검사 빈도 설
정과 동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다음 호스트 무결성 검사 전으로 교정을 연기하면 사용자의 선택 사항은 무시됩니다.
• 사용자가 교정 작업을 연기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된 정책을 수신한 경우, 교정 가능한 시간이 새로운 최대
시간으로 재설정됩니다.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교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열고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2.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교정을 설정합니다.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3. 요구 사항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파일 다운로드를 연기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운로드가 실패할 경우 다시 다운로드를 시도할 때
까지 대기 시간 지정을 선택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게 허용하려면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교정을 위해 다운로드를 취소하도
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고급 설정을 누르십시오.

6. 고급 설정 페이지의 교정 대화 상자 옵션 아래에서 교정 취소 옵션을 구성하십시오.

7.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추가하려면 추가 텍스트 설정을 누르십시오.

여기에 입력하는 텍스트는 사용자가 상세 내역을 누르면 클라이언트 교정 창에 표시됩니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검사 빈도 설정 구성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 및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면 다음 하트비트에 정책이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
트에서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진행 중인 동안 사용자가 다른 정책을 사용하는 위치로 전환하면 클라이언트에서 검사를 중지합니
다. 정책에 지정된 경우 이러한 중지에는 교정 시도도 포함됩니다. 새 위치에서 교정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시간 초과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는 결과를 폐기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위치에 대해 새로운 정
책을 기반으로 새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즉시 실행합니다.

새 위치에서도 정책이 같으면 클라이언트는 모든 호스트 무결성 타이머 설정을 유지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정책 설정에 지
정된 경우에만 새로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의 빈도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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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열고 고급 설정을 누르십시오.

2. 고급 설정 페이지의 호스트 무결성 검사 옵션 아래에서 호스트 무결성 검사 빈도를 설정하십시오.

3. 확인을 누르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요구 사항이 실패할 경우 호스트 무결성 검사 통과 허용

요구 사항이 실패할 경우 호스트 무결성 검사 통과 허용
사용자 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
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결과를 기록
만 하고 무시합니다.

이 설정은 특정 요구 사항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모든 요구 사항에 적용하려면 각 요구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
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해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십시오.

2.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 또는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추가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3. 요구 사항에 대한 대화 상자에서 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더라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통지 구성
클라이언트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표시되는 통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했습니다.
• 실패 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했습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 결과는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 서버의 모니터 페이지에 있는 컴플
라이언스 로그로 업로드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는 여러 개의 창이 있습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 이벤트 유형을 선택하면 왼쪽 아래 창에 개별 요
구 사항에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가 나열됩니다. 오른쪽 아래 창에는 요구 사항의 조건이 나열됩니다. 오른쪽 아래 창에 정
보를 표시하지 않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이
러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지스트리 값 또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사용자 정의 요구 사
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계속 보안 로그에 기록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할지 교정을 연기할지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통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호스트 무결성 교정 지연 또는 취소 허용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통지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십시오.

2. 호스트 무결성 페이지에서 고급 설정을 누르십시오.

3. 고급 설정 페이지의 통지에서 자세한 요구 사항 정보를 표시하려면 호스트 무결성 상세 로그 표시를 선택하십시오.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의 오른쪽 아래 창에는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전체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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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하면 통지 메시지 표시.
• 이전에 실패한 이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면 통지 메시지 표시.

5.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추가하려면 추가 텍스트 설정을 누르고 추가 텍스트(최대 512자)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
오.

6. 이 정책 구성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실패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검역소 정책 생성
검역소 정책은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한 후 교정을 시도했지만 교정도 실패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사용하는 정
책입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교정을 실패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검역소 정책이 시스템에 적용된 검역소 위치로 자동
전환됩니다. 검역소 정책을 사용하여 실패한 시스템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적용합니다. 검역소 정책에 대해 모든 유형의 차
단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차단하는 검역소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검역소 위치에 있는 동안 시스템 재조정을 시도하거나 실행을 계속하도록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검역소 정책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른 다음 정책 탭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탭에서 호스트 무결성 실패 시 검역소 정책 옆에 있는 정책 추가를 누르십시오.

3. 검역소 정책 추가 대화 상자에서 정책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4. 기존 정책을 사용할지, 새 정책을 생성할지 또는 정책 파일을 가져올지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5.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정책 추가 대화 상자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 정책 유형 대화 상자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 정책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dat 파일을 찾고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

Peer-to-Peer 인증을 구성하여 원격 시스템 차단
동일한 회사 네트워크 내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른 클라이언트 시스템(인증자)에 연결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Peer-to-Peer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자는 원격 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원격 시스템의
인바운드 TCP 및 UDP 트래픽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강제 실행 기술은 원격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원격 위치에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유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의
고급 기능을 활용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는 원격 시스템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합니다.

• 원격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격 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원격 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면 원격 시스템에서 수신하는 연결을 인증자가 허용합니다.

원격 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하면 인증자가 해당 원격 시스템을 계속 차단합니다. 원격 시스템이 인증자에 다
시 연결을 시도하기 전까지 차단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원격 시스템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하지 않아
도 항상 허용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에 대해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격 시스템이 호
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합니다.

Peer-to-Peer 인증 정보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트래픽 로그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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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eer-to-Peer 인증은 서버 제어 및 복합 제어에서 작동하지만 클라이언트 제어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Peer-to-Peer 인증을 구성하여 원격 시스템을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방화벽 정책을 여십시오.

2. 방화벽 정책 페이지에서 Peer-to-Peer 인증 설정을 누르십시오.

3. Peer-to-Peer 인증 설정 페이지에서 Peer-to-Peer 인증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4. 페이지에 나열된 각 값을 구성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5. 원격 시스템이 인증받지 않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인증에서 호스트 제외를 선택한 다음
제외된 호스트를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호스트 목록에 나열된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6. 제외된 호스트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눌러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원격 시스템을 추가하십시오.

7. 호스트 대화 상자에서 호스트의 IP 주소, IP 범위 또는 서브넷을 정의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제외된 호스트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르십시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10.해당 메시지가 표시되면 그룹에 정책을 할당하십시오.

방화벽 정책 생성

호스트 무결성 설정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템플릿에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추가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처음부터 작성하는 대신 시만텍에서 이미 생성한 일반적인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먼저 LiveUpdate를 사용하여 호스트 무결성 컨텐츠를 관리 서버에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컨텐츠에
는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추가하면 됩니다.

최신 호스트 무결성 템플릿을 가져오려면 호스트 무결성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을 구성해야 합
니다.

요구 사항을 두 번째로 가져왔을 때 동일한 이름의 요구 사항이 이미 있는 경우 새로 가져오는 요구 사항이 기존 요구 사항
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대신 가져오는 요구 사항 이름 옆에 "2"가 추가되어 요건 표에 표시됩니다.

템플릿에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십시오.

2. 호스트 무결성 정책 페이지에서 요건 >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선택 요구 사항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
시오.

버전 12.1.x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에  On-Demand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경우에만 Mac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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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스트 무결성 온라인 업데이트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을 확장한 다음 템플릿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5. 추가할 각 템플릿 옆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6.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은 미리 정의된 요구 사항보다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미리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되지 않
은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작성하려면 함수 또는 IF..THEN 구문을 하나 이상 스크립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
하면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IF 노드 아래에 나열된 조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 THEN 노드 아래의 목록에 있는 작
업이 실행됩니다. 그런 후 결과(## 또는 ##)가 반환됩니다.

검사할 조건 여러 개를 스크립트 하나에 추가할 경우에는 이 설정이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
설정은 여러 개의 짧은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생성할지 아니면 여러 단계를 포함한 더 긴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생성
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십시오.

2. 호스트 무결성 정책 페이지에서 요건 >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선택 요구 사항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
시오.

버전 12.1.x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에  On-Demand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경우에만 Mac을 누르십시오.

4.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대화 상자에 요구 사항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요구 사항 이름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요구 사항 이름은 사용자에게 해당 요구 사항이 통과 또는 실패했는
지 알려주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5. 조건을 추가하려면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추가를 누른 다음 IF..THEN을 누르십시오.

NOTE

필드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함수 또는 IF..THEN 구문부터 추가하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구문을 추가하지 않
으려면 구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삭제를 누르십시오.

6. IF 노드에 빈 조건이 선택되어 있을 때 오른쪽 창에서 조건을 선택하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검사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조건을 찾습니다.

7. 조건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추가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8.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THEN을 누른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THEN 구문은 조건이 True인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9. 다음 옵션을 누르십시오.

• IF..THEN
중첩된 IF..THEN 구문을 사용하여 조건이 True인 경우에 검사할 조건과 수행할 작업을 정의하십시오.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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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사용하여 파일 다운로드 같은 교정 작업을 정의하십시오.
• Return

Return 구문을 사용하여 조건의 평가 결과가 통과인지 실패인지 지정하십시오. 모든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은 pass
또는 fail 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 주석(선택 사항)
주석을 사용하여 추가하려는 조건, 함수 또는 문의 기능을 설명하십시오.

10.오른쪽 창에서 추가한 기준을 정의하십시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11.중첩 구문, 조건 또는 함수를 더 추가하려면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
른 다음 추가를 누르십시오.

12.필요에 따라 9단계부터 11단계까지 반복하십시오.

13.결과에 상관없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더라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14.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가 포함된 테스트 호스트 무결성 정책 생성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사전 정의 요구 사항 추가

레지스트리 조건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의 경우 IF..THEN 구문의 일부로 확인하려는 Windows 레지스트리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HKEY_CLASSES_ROOT, HKEY_CURRENT_USER,
HKEY_LOCAL_MACHINE, HKEY_USERS 및 HKEY_CURRENT_CONFIG 레지스트리 설정만 지원됩니다.

레지스트리 키를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키 이름은 255자로 제한됩니다.
• 레지스트리 키 끝에 백슬래시(\)가 있어야 레지스트리 키로 인식됩니다. 예: HKEY_LOCAL_MACHINE\SOFTWARE\
• 레지스트리 키의 끝에 백슬래시가 없으면 레지스트리 이름으로 간주됩니다. 예: HKEY_LOCAL_MACHINE\SOFTWARE

\ActiveTouch

레지스트리 값을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값 이름은 255자로 제한됩니다.
• DWORD(십진수), 이진(16진수) 또는 문자열로 값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DWORD 값의 경우 이 값이 지정된 값보다 작은지, 더 큰지, 지정된 값과 같은지 또는 다른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문자열 값인 경우 값 데이터가 지정된 문자열과 같은지, 또는 지정된 문자열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
다. 문자열을 비교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려면 대소문자 일치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 이진 값인 경우 값 데이터가 지정된 이진 데이터와 같은지, 또는 지정된 이진 데이터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
습니다. 16진수 바이트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값에 포함을 지정한 경우 이 데이터의 오프셋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
프셋을 공백으로 두면 지정된 바이너리 데이터의 값을 검색합니다. 16진수 편집 상자에는 0에서 9까지와 a에서 f까지의
값만 허용됩니다.

다음은 레지스트리 값의 예입니다.

DWORD 12345(십진수)
이진 31 AF BF 69 74 A3 69(16진수)
문자열 ef4adf4a9d933b747361157b8ce7a2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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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사용자 정의 요구사항 작성
사용자 정의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클라이언트가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스크립트 호스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JScript 또는 VBScript와 같은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십시오.

2. 호스트 무결성 정책 페이지에서 요건 >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선택 요구 사항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
시오.

버전 12.1.x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에  On-Demand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경우에만 Mac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4.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대화 상자의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추가하려는 노드를 선택하십시오.

5. 추가를 누른 다음 함수를 누르십시오.

6. 유틸리티: 스크립트 실행을 누르십시오.

7. 스크립트의 파일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예: myscript.js).

8. 스크립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9. 명령 실행 텍스트 필드에 스크립트 실행에 사용할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F를 사용하여 스크립트 파일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시스템 기준으로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10. Execute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을 지정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기다리지 않음
이 경우 실행이 성공하면 true 값을 반환하지만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림
• 최대 시간 입력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하십시오. Execute 명령이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파일 실행이 종료됩니다.

11.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실행 완료 또는 종료 후 임시 파일 삭제를 선택 해제하십시오(선택 사항).

기다리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옵션이 실행 중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스크립트 실행 요구 사항을 보여주는 창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새 프로세스 창 표시를 선택 해제하십시오(선택 사항).

파일 시간 스탬프를 설정하는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작성
사용자 정의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시간 스탬프 설정 함수를 지정하여 현재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Windows 레지스
트리 설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 스탬프 확인 조건을 사용하여 시간 스탬프가 생성된 이후 지정된 시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 간격으로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도록 설정한 경우, 더 긴 간격(예: 하루에 한 번)으로 작업을 실행하도
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된 시간 값이 제거됩니다. 다음과 같이 실행할 스크립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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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가 새 프로필을 받을 경우
•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수동으로 실행할 경우

1. 파일의 시간 스탬프를 설정하는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작성하려면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십시오.

2. 호스트 무결성 정책 페이지에서 요건 >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선택 요구 사항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
시오.

버전 12.1.x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에  On-Demand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경우에만 Mac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4.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대화 상자의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추가하려는 노드를 선택하십시오.

5. 추가를 누른 다음 함수를 누르십시오.

6. 유틸리티: 시간 스탬프 설정을 누르십시오.

7. 날짜와 시간 정보를 저장할 레지스트리 설정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최대 255자).

예를 들어 ### ## #### ## # ##:을 입력합니다.

8. 현재 시간과 저장된 시간 값을 비교하려면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를 작성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9.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대화 상자의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조건을 추가하려는 노드를 선택하십시오.

10.추가를 누른 후 IF..THEN을 누르십시오.

11.유틸리티: 시간 스탬프 확인을 누르십시오.

12.저장된 시간 레지스트리 설정에 입력했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13.시간을 분, 시간, 일 또는 주 단위로 지정하십시오.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거나 레지스트리 설정 값이 비어 있으면 시간 스탬프 설정 함수가 true 값을 반환합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레지스트리 DWORD 값 증가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의 경우 Windows 레지스트리 DWORD 값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DWORD 값 증가 기
능은 키가 없는 경우 키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레지스트리 DWORD 값을 증가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와 함께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추가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2.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대화 상자의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추가하려는 노드를 선택하십시오.

3. 추가를 누른 다음 함수를 누르십시오.

4.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DWORD 값 증가를 누르십시오.

5. 레지스트리 키 필드에 확인할 레지스트리 키를 입력하십시오.

6. 값 이름 필드에 확인할 값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가 포함된 테스트 호스트 무결성 정책 생성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에 대해 생성한 정책은 검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정책은 운영 체제가 있는지 탐지하여 탐지될 경우
fail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fail 이벤트는 다른 이유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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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를 확인하는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가 있는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가 포함된 테스트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생성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테스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가 포함된 테스트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생성하려면 콘솔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
십시오.

2. 호스트 무결성 정책 페이지에서 요건 > 추가를 누르십시오.

3. 요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선택 요구 사항 드롭다운 목록을 누르고 사전 정의된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
시오.

버전 12.1.x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에  On-Demand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경우에만 Mac을 누르십시오.

4. 이름 상자에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5.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대화 상자의 사용자 정의된 요건 스크립트 아래에서 아래에 구문을 입력하십시오를 마우스 오른
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추가 > IF..THEN을 누르십시오.

6. 오른쪽 창의 조건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유틸리티: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를 누르십시오.

7. 운영 체제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실행하며 사용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하나 이상 선택하십시오.

8. 사용자 정의된 요구 사항 스크립트에서 THEN //여기에 구문을 입력하십시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추가
> 기능 > 유틸리티: 메시지 대화 상자 표시를 누르십시오.

9. 메시지 상자의 캡션 필드에서 메시지 제목에 표시할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10.메시지 상자의 텍스트 필드에서 메시지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11.왼쪽 창의 사용자 정의된 요건 스크립트에서 통과를 누르십시오.

12.오른쪽 창의 요건의 결과로 다음을 반환에서 실패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3.확인을 누르십시오.

14.호스트 무결성 정책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정책 할당을 누르십시오.

15.호스트 무결성 정책 할당 대화 상자에서 정책을 할당할 그룹을 선택하고 할당을 누르십시오.

호스트 무결성 정책 할당 대화 상자에서 예를 눌러 호스트 무결성 정책 변경 사항을 할당하십시오.

NOTE

하나의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여러 그룹에 할당할 수 있지만 하나의 그룹은 하나의 호스트 무결성 정책만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6.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테스트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를 누르십시오.

17.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적용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들어 있는 그룹을 눌러 선택하십시오.

18.태스크에서 그룹에서 명령 실행 > 컨텐츠 업데이트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9.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로그온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 상자를 확인하십시오.

규칙이 fail 테스트를 트리거하므로 메시지 상자가 표시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테스트 정책을 실행 중지 또는 삭제
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레지스트리 DWORD 값 증가

클라이언트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사용자 정의 요구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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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네트워크의 보안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로그와 리포트에서 이러한 이벤
트를 볼 수 있으며 통지를 사용하여 이벤트가 발생할 때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와 로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시스템이 감염되었는가?
• 어떤 시스템을 검사해야 하는가?
• 네트워크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탐지되었는가?

Table 145: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태스크

태스크 설명

네트워크의 보안 상
태 검토

다음 목록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태스크가 나옵니다.
• 설치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수를 봅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상태에 대한 리포트 실행

• 오프라인 상태인 시스템의 수를 봅니다.
오프라인 시스템 찾기

• 탐지된 바이러스 및 기타 보안 위험 요소의 개수를 확인하고 각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상세 내역
을 봅니다.
위험 요소 보기

• 네트워크에서 보호되지 않는 시스템의 수를 확인하고 각 시스템에 대한 상세 내역을 봅니다.
시스템 보호 보기

•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가 있는 시스템의 수를 봅니다.
시스템 보호 보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실시간 작동 상태를 봅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 네트워크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검토합니다.
오탐지 확인을 위한 SONAR 탐지 결과 모니터링

• 어떤 시스템이 어떤 그룹에 할당되었는지 찾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버에 설치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소프트웨어 버전 목록을 봅니다.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 목록 생성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유효한 사용권, 초과 배포된 사용권 및 만료 날짜를 포함한 라이센싱 정보를 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라이센스 상태 확인

일별 및 주별 상태 리포트 보기
홈 페이지

보호가 필요한 클라
이언트 시스템 찾기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여 추가 보호가 필요한 시스템을 보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실행 중지된 시스템의 수를 봅니다.
시스템 보호 보기

• 오래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가 있는 시스템의 수를 봅니다.
시스템 보호 보기

• 최근에 검사하지 않은 시스템을 찾습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찾기

• 공격 대상 및 원본을 봅니다.
공격 대상 및 발생지 보기

• 이벤트 로그를 봅니다.
로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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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클라이언트 시스템
보호

콘솔에서 명령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작업 확인 및 확인된 시스템 재검사

보안 이벤트가 발생
할 때 알림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통지 구
성

특정 보안 관련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트리거할 통지를 생성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서 침입 시도가 발생하면 표시할 통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통지 설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빠른 사용자 정
의 리포트 및 예약 리
포트 생성

보려는 정보가 포함된 빠른 사용자 정의 리포트를 생성하거나 사용자 정의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실행하도록 예
약할 수 있습니다.
빠른 리포트 실행 및 사용자 정의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사용자 정의 리포트 저장
리포트 기본 설정 구성

클라이언트 로그가
차지하는 공간 최소
화

보안 목적을 위해 로그 기록을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의 양도 많을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로그의 크기를 줄이고 데이터베이스가 로그를 유지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여 로그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로그를 일부만 서버에 업로드하고 클라이언트 로그가 업로드되는 빈도를 변경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 지정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할 수 있는 로그 항목의 수와 유지 기간을 지정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 지정

• 중요하지 않은 위험 요소 이벤트 및 시스템 이벤트를 필터링하여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줄이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 각 관리 서버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줄이십시오.
• 클라이언트 로그가 서버에 업로드되는 빈도를 제어하는 하트비트 빈도를 줄이십시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 로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되기 전에 저장되는 디렉터리 공간을 줄이십시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디스크 공간 늘리기

로그 데이터를 중앙
관리 위치로 내보내
기

로그 데이터 내보내기는 중앙 관리 위치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모든 로그를 누적 보관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스프레드 시트와 같은 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조작하려는 경우에도 로그 데이터 내보내
기가 유용합니다. 또한 로그 레코드를 삭제하기 전에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부 로그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일부 로그 데이터는 덤프 파일이라고 하는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또는 Syslog 서버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로그 데이터 내보내기
Syslog 서버로 데이터 내보내기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 보기

리포트 및 로그로 문
제 해결

보고를 사용하여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고 문제 해결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리포트에 표시되는 이벤트를 관리 서버의 이벤트 로그에서 불러옵니다. 이
벤트 로그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표준 시간대의 시간 스탬프가 포함됩니다. 관리 서버가 이벤트를 수신하면 데
이터베이스에 삽입할 수 있도록 이벤트 시간 스탬프를 GMT(그리니치 표준시)로 변환합니다. 리포트를 생성할 때
보고 소프트웨어가 리포트를 보는 시스템의 로컬 시간에 맞춰 이벤트 정보를 표시합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찾기
검사가 필요한 시스템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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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되지 않은 시스템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선택된 리포트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3.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오프라인 시스템 찾기
오프라인 상태인 시스템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프라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1. 오프라인 시스템을 찾으려면 콘솔에서 홈을 누르십시오.

2. 홈 페이지의 엔드포인트 상태 창에서 오프라인 상태인 시스템의 수를 나타내는 링크를 누르십시오.

3. 오프라인 상태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상세 내역 보기 링크를 누르십시오.

4.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오프라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려면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5. 로그 탭의 로그 유형 목록 상자에서 시스템 상태를 누르십시오.

6. 추가 설정을 누르십시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7. 온라인 상태 목록 상자에서 오프라인을 누르십시오.

8.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기본적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오프라인 상태였던 시스템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각 시스템의 이름, IP 주소
및 서버에 최근 체크인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범위를 조정하면 확인하려는 시간 범위에 오프라인이었던 시
스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 목록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소프트웨어 버전의
목록을 제공하는 빠른 리포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경우 이 목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로컬 시스템과 원격 시스템이 포
함됩니다.

MHTML 웹 페이지 아카이브 형식을 사용하여 이 리포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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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복사본 인쇄 및 저장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소프트웨어 버전을 나열하는 리포트를 생성하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리포트 유형에서 시스템 상태를 선택하십시오.

3. 리포트 선택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4.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소프트웨어 버전을 포함한 상세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목록을 생성하려면 콘솔에서 모니
터를 누른 다음 로그 탭을 누르십시오.

6. 로그 유형에서 시스템 상태를 선택하십시오.

7. 필요한 경우 시간 범위를 조정한 후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8. 스크롤하여 버전 열을 찾으십시오. 헤더를 눌러 버전 번호로 정렬하십시오.

로그 필터를 조정하려면 적용된 필터 보기를 누르십시오. 목록을 내보내려면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상세 내역을 보려
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누른 후 상세 내역을 누르십시오.

로그 보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업그레이드 리소스

클라이언트 배포 상태에 대한 리포트 실행
클라이언트의 배포 상태에 대한 여러 리포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설치된 클라이언트 수 또는 설치
에 실패한 클라이언트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보호 기술과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시스
템 정보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배포된 클라이언트의 상태의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빠른 리포트 탭에서 시스템 상태 리포트 유형을 누른 후 다음 리포트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의 배포 상태를 보려면 배포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의 보호 상태를 보려면 클라이언트 인벤토리 상세 내역을 누르십시오.

3.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위험 요소 보기
네트워크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1.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을 보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위험 요소
선택된 리포트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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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4. 특정 기능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의 장점과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호 기능별 위험 요소 분포 리포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의 시그니처 기반 탐지
• SONAR 탐지
•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 침입 차단 및 브라우저 보호 탐지

보호 기술 유형별로 탐지되는 위험 요소를 보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5. 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위험 요소
선택된 리포트 보호 기능별 위험 요소 분포

6.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7. 새로 탐지된 위험 요소를 보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8. 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위험 요소
선택된 리포트 네트워크에서 탐지된 새 위험 요소

9.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10.종합 위험 요소 리포트를 보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11.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위험 요소
리포트 선택 종합 위험 요소 리포트

12.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공격 대상 및 발생지 보기
공격 대상 및 발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1. 상위 공격 대상을 보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를 선택하십시오.
리포트 선택 상위 공격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3.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4. 상위 공격 발생지를 보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5. 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를 선택하십시오.
리포트 선택 상위 공격 발생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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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7.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8. 빠른 리포트 탭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리포트 유형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를 선택하십시오.
리포트 선택 전체 리포트를 선택하십시오.
구성 옵션 선택적으로 전체 리포트에 포함할 리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일별 및 주별 상태 리포트 보기
일별 상태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거, 의심, 차단, 검역소에 보관, 삭제, 새로 감염 및 아직 감염 상태인 작업에 대한 바이러스 탐지 수
• 바이러스 정의 배포 시간 표시 막대
• 주요 10개 위험 요소 및 감염

주별 상태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스템 상태
• 바이러스 탐지
• 보호 상태 스냅샷
• 바이러스 정의 배포 시간 표시 막대
• 일별 위험 요소 분포
• 주요 10개 위험 요소 및 감염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일별 상태 리포트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홈을 누르십시오.

2. 홈 페이지의 주요 리포트 창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일별 상태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주
별 상태를 누르십시오.

시스템 보호 보기
시스템 보호는 다음과 같은 정보로 구성됩니다.

• 최신 바이러스 정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수
•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수
• 오프라인 상태인 시스템의 수.
• 실행 중지 상태인 시스템의 수.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보호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홈을 누르십시오.

엔드포인트 상태 창에 시스템 보호가 표시됩니다.

2. 시스템 보호 정보를 더 보려면 엔드포인트 상태 창에서 상세 내역 보기를 누르십시오.

리포트 기본 설정 구성
다음과 같은 리포트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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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및 모니터 페이지 표시 옵션
• 보안 상태 한계값
• 로그 및 리포트에 사용되는 표시 옵션 및 이전 로그 파일 업로드

설정한 보안 상태 한계값에 따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홈 페이지에 있는 보안 상태 메시지가 나쁨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한계값은 백분율로 표현되며 네트워크가 보안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를 반영합
니다.

예를 들어, 나쁨 보안 상태를 트리거하는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가 있는 시스템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오래되었
다고 간주할 기준이 되는 경과 기간(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시그니처 또는 정의
가 오래되었는지 계산할 때 최신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콘솔이 실행되는 관리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바이러스
정의 및 IPS 시그니처 날짜가 표준입니다.

설정 가능한 기본 설정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기본 설정 대화 상자의 각 탭에서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보고 기본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의 홈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을 누르십시오.

2. 설정할 기본 설정의 유형에 따라 다음 탭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홈 및 모니터
기본 설정: 홈 페이지 및 모니터 페이지

• 보안 상태
기본 설정: 보안 상태

• 로그 및 리포트
기본 설정: 로그 및 리포트

3. 변경할 옵션의 값을 설정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독립 실행형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기능 로그온
관리 서버에 연결된 독립 실행형 웹 브라우저에서 홈 페이지, 모니터 페이지 및 리포트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독립 실행형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모든 콘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포트 페이지와 로그 페이지는 항상 관리 서버 설치에 사용한 언어로 표시됩니다. 원격 콘솔 또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이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사용 중인 시스템에 알맞은 글꼴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관리 서버의 호스트 이름.
• 관리 서버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입니다.

NOTE

시스템 요구 사항에서 사용 중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에서 지원되는 최소 브라우저 버전을 확인하
십시오. 이전 웹 브라우저 버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독립 실행형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기능에 로그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여십시오.

2. 주소 입력란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본 보고 URL을 입력하십시오.

https://SEPMServer:8445/reporting

여기서 SEPMServer 부분은 관리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의 목록은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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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에는 IPv4 및 IPv6이 포함됩니다. IPv6 주소는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예: https://[SEPMServer]:8445

IPv6은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NOTE

브라우저에서 HTTPS 독립 실행형 보고 URL을 입력하면 브라우저에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경고가 표시
되는 이유는 관리 서버가 사용하는 인증서가 자체 서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증서를 브라
우저의 신뢰 인증서 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호스트 이름만 지원하므로 호스트 이름을 URL에
사용하십시오. 로컬 호스트, IP 주소 또는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3. 로그온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온을 누르십시오.

도메인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도메인 입력란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리포트 유형
사용할 수 있는 리포트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빠른 리포트 - 요청할 때 실행됩니다.
• 예약 리포트 - 사용자가 구성한 예약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리포트에는 관리 서버 및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
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리포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빠른 리포트는 미리 정의되지만 리포트를 사용자 정의하고 사용자 정의 리포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 필터를 저장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정의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예약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실행을 예약할 때 해당 리포
트를 이메일로 한 명 이상의 수신인에게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실행됩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모든 예약 리포트에 대해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예약 리포트 또는 모든 예약 리포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146: 빠른 리포트 및 예약 리포트로 제공되는 리포트 유형

리포트 유형 설명

감사 클라이언트 및 위치에 현재 사용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벤트 시간 및 유형, 정책
수정, 도메인, 사이트, 관리자, 설명 등의 정책 수정 작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감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
어

일정 유형의 동작이 차단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리포트에는 응용 프로그램 보안 알림, 차단
된 대상 및 차단된 장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차단된 대상은 Windows 레지스트리 키, DLL, 파일 및 프
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거나 실패한 클라이언트 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상태 보안 기능이 실행 중지된 시스템 등 네트워크의 시스템 작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리포트에는

버전, 서버에 체크인하지 않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인벤토리 및 온라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상태 로그 및 리포트

사기 사기 활동에 대한 정보(예: 사기 활동을 가장 많이 보고한 시스템 또는 사용자와 가장 많이 트리거된 사기)를
표시합니다.
사기 로그 및 리포트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침입 차단, 방화벽 공격, 방화벽 트래픽 및 패킷과 메모리 악용 완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리포트에서 시스템의 활동 및 다른 시스템/네트워크와의 상호 작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에는 해당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시스템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이벤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완화 기술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공
격하는 악용 프로그램을 차단한 완화 기술을 나열합니다.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및 빠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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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유형 설명

위험 요소 관리 서버와 해당 클라이언트의 위험 요소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SONAR 검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위험 요소 로그 및 빠른 리포트
SONAR 로그

검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작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검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시스템 이벤트 시간, 이벤트 유형, 사이트, 도메인, 서버 및 심각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리포트에
는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로그 및 빠른 리포트

네트워크에 여러 도메인이 있으면 여러 개의 리포트를 사용하여 모든 도메인, 하나의 사이트 또는 몇몇 사이트에 대한 데이
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빠른 리포트에는 기본적으로 생성하도록 선택한 리포트에 알맞게 모든 도메인, 그룹, 서버 등이
표시됩니다.

빠른 리포트 실행 및 사용자 정의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다음 섹션에서는 이름을 기준으로 리포트와 리포트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리포트의 기본 설정 및 고급
설정을 구성하여 보려는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자 정의 필터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동일한
사용자 정의 리포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147: 감사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정책이 사용됨 이 리포트는 클라이언트 및 위치에서 현재 사용하는 정책을 표시합니다. 정보에는 도메인 이름, 그룹 이름 및
각 그룹에 적용되는 정책의 일련 번호가 포함됩니다.

Table 148: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App 제어 알림 로그가 가
장 많은 그룹

이 리포트는 관련 막대가 있는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또한 가장 많은 수의 보안 알림을 생성한 응용 프로
그램 제어 로그가 있는 그룹을 보여줍니다.

차단된 상위 대상 이 리포트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하는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 상위 파일
• 상위 레지스트리 키
• 상위 프로세스
• 상위 모듈(dll)

차단된 상위 장치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장 자주 차단된 장치를 보여 주는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Table 149: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호스트 무결성 상태 이 리포트에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거나 실패한 클라이언트가 표시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별 클
라이언트 요약

이 리포트는 다음을 보여 주는 가로 막대형 차트로 구성됩니다.
• 바이러스 차단, 방화벽 또는 VPN과 같은 제어 실패 이벤트 유형별 개별 워크스테이션 수
• 그룹의 총 클라이언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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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름 설명

컴플라이언스 실패 상세
내역

이 리포트는 제어 실패별로 개별 시스템을 보여 주는 표로 구성됩니다. 배포된 클라이언트의 비율 및 실패한
비율과 함께 각 실패에 관련된 기준 및 규칙을 보여 줍니다.

위치별 컴플라이언스 실
패 클라이언트

이 리포트는 컴플라이언스 실패 이벤트를 보여 주는 표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해당 위치를 기반으
로 하는 그룹에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실패한 개별 시스템, 전체 실패 비율, 위치 실패 비율 등의 정보가 포함
됩니다.

Table 150: 시스템 상태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바이러스 정의 배포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고유 바이러스 정의 파일 버전과 각 버전을 사용하는 시스템 수
및 비율을 표시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되지 않
은 시스템

이 리포트는 최근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모든 시스템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운영 체제, IP 주
소, 사용자 이름 및 상태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버전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버전의 버전 번호 목록을 보여 줍니
다. 또한 각각에 대한 도메인과 서버 그리고 시스템 수 및 각각의 비율도 포함됩니다.

침입 차단 시그니처 배포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되는 IPS 시그니처 파일 버전을 보여 줍니다. 또한 각각에 대한 도메인
과 서버 그리고 시스템 수 및 각각의 비율도 포함됩니다.

다운로드 보호 시그니처
배포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되는 다운로드 보호 시그니처 파일 버전을 보여 줍니다. 또한 각각에 대
한 도메인과 서버 그리고 시스템 수 및 각각의 비율도 포함됩니다.

SONAR 시그니처 배포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되는 SONAR 시그니처 파일 버전을 보여 줍니다. 또한 각각에 대한 도
메인과 서버 그리고 시스템 수 및 각각의 비율도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인벤토리 이 리포트는 전체 시스템 수와 다음 비율을 보여 주는 가로 막대형 차트로 구성됩니다.
• 운영 체제
• 전체 메모리
• 여유 메모리
• 전체 디스크 공간
• 여유 디스크 공간
• 프로세서 유형

컴플라이언스 상태 분포 이 리포트는 그룹이나 서브넷별 컴플라이언스 통과 및 실패를 보여 주는 상대적 막대 그래프가 있는 파이 차
트로 구성됩니다. 이 리포트는 시스템 수와 컴플라이언스 상태의 시스템 비율을 보여 줍니다.

클라이언트 온라인 상태 이 리포트는 그룹이나 서브넷별로 보여 주는 관련 막대가 있는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상태인 시스
템의 비율을 보여 줍니다.
온라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푸시 모드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온라인은 클라이언트가 현재 서버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풀 모드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온라인은 클라이언트가 최근 두 번의 클라이언트 하트비트 이내에 서버에
연결했음을 의미합니다.

• 원격 사이트에 있는 클라이언트인 경우 온라인은 클라이언트가 최종 복제 당시에 온라인 상태였음을 의
미합니다.

최신 정책이 있는 클라이
언트

이 리포트는 그룹이나 서브넷별 파이 차트로 구성되며, 최신 정책이 적용된 시스템 수와 비율을 보여 줍니다.

그룹별 클라이언트 수 이 리포트는 그룹별로 호스트 정보를 나열하는 표로 구성되며, 클라이언트 및 사용자 수를 보여 줍니다. 여러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가 도메인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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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름 설명

보안 상태 요약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보안 상태를 나타내고 다음과 같은 상태의 시스템 수와 비율을 보여 줍니
다.
• 바이러스 차단 실행 중지
• 자동 보호 실행 중지
• 임의 변경 방지 실행 중지
• 재시작이 필요함
• 호스트 무결성 검사 실패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중지

보호 엔진 및 컨텐츠 버전 이 리포트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사전 보호 컨텐츠 버전을 보여 줍니다. 다음과 같은 보호 유형
마다 파이 차트가 하나씩 표시됩니다.
• Decomposer 버전
• Eraser 엔진 버전
• SONAR 컨텐츠 버전
• SONAR 엔진 버전
• 상업용 응용 프로그램 목록 버전
• 컨텐츠 처리기 엔진 버전
• 허용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 버전
•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서 추가한 새 컨텐츠 유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상
태

이 리포트에는 평가판 라이센스 만료까지 남은 일 수와 새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인벤토리 세
부 사항

이 리포트에는 시스템 사양 및 시그니처와 같은 클라이언트 인벤토리의 상세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배포(스냅샷)
예약 리포트만

이 리포트는 클라이언트 패키지 배포의 진행 상태를 추적하는 표로 구성됩니다. 스냅샷 정보를 사용하여 배
포가 진행되는 속도와 아직 완전히 배포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별 클라이언트 온라
인/오프라인(스냅샷)
예약 리포트만

이 리포트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클라이언트 수를 보여 주는 선형 차트와 표로 구성됩니다. 상위 대상마다
하나씩 차트가 표시됩니다. 대상은 그룹이거나 운영 체제입니다.

시간별 최신 정책을 가진
클라이언트(스냅샷)
예약 리포트만

이 리포트는 최신 정책이 적용된 클라이언트를 보여 주는 선형 차트로 구성됩니다. 상위 클라이언트마다 하
나씩 차트가 표시됩니다.

시간별 컴플라이언스 실
패 클라이언트(스냅샷)
예약 리포트만

이 리포트는 시간별로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한 클라이언트의 비율을 보여 주는 선형 차트로 구성됩니
다. 상위 클라이언트마다 하나씩 차트가 표시됩니다.

바이러스 정의 배포(스냅
샷)
예약 리포트만

이 리포트에는 클라이언트에 배포된 바이러스 정의 패키지 버전이 나열됩니다. 이 정보는 콘솔에서 새 바이
러스 정의를 배포할 때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배포 리포트 이 리포트는 클라이언트 설치 및 배포 상태를 요약하여 보여 줍니다.

Table 151: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상위 공격 대상 여기에는 공격 횟수 및 비율, 공격 유형 및 심각도, 공격 분포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룹, 서브넷, 클라이
언트 또는 포트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위 공격 발생지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상위 호스트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공격 횟수 및 비율, 공격 유형 및 심각
도, 공격 분포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상위 공격 유형 여기에는 이벤트 횟수 및 비율, 그룹 및 심각도, 그룹별 이벤트 유형 및 횟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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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름 설명

차단된 상위 응용 프로그
램

네트워크 액세스가 차단된 상위 응용 프로그램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공격 횟수 및 비율, 그룹 및 심각도,
그룹별 이벤트 유형 및 횟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간별 공격 선택한 기간 동안의 공격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시간 범위가 지난 1개월인 경우 이 리포트에는 지난달의
공격 총 횟수가 일 단위로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공격 횟수와 비율이 포함됩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보거나 상위 운영 체제, 사용자, IP 주소, 그룹 또는 공격 유형별로 공격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도별 보안 이벤트 심각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네트워크 보안 이벤트의 총 수와 비율을 보여 줍니다.
시간별 차단된 응용 프로
그램

선택한 기간 동안 네트워크 액세스가 차단된 총 응용 프로그램 수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이벤트 시간, 공
격 횟수 및 비율이 포함됩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그룹, IP 주소, 운영 체제 또는 사용자
별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트래픽 통지 시간별로 방화벽 규칙 위반에 기반한 통지 횟수를 보여 줍니다. 방화벽 정책 규칙 목록의 로그 열에서 이메일
알림 전송 옵션을 선택한 규칙에 대해서만 개수가 계산됩니다. 이 리포트에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표
시하거나 그룹, IP 주소, 운영 체제 또는 사용자별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위 트래픽 통지 그룹 또는 서브넷을 나열하고 통지 횟수와 비율을 나열합니다. 통지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 구성한 방화벽 규
칙 위반에 기반한 통지 횟수를 보여 줍니다. 방화벽 정책 규칙 목록의 로그 열에서 이메일 알림 전송 옵션을
선택한 규칙에 대해서만 개수가 계산됩니다. 모든 로그, 트래픽 로그 또는 패킷 로그에 대해 상위 그룹이나
서브넷별로 그룹화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탐지 차단되거나 허용된 메모리 악용 완화 유형의 수를 표시합니다.
상위 URL 탐지 URL 평판 기능이 차단하는 URL을 나열합니다.
전체 리포트 상위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항목을 단일 리포트에 나열합니다.

Table 152: 위험 요소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
스템

이 리포트는 두 개의 표로 구성됩니다. 한 표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스템이 나열되고 다른 표에는 아직 교
정되지 않은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작업 목록 이 리포트는 위험 요소 탐지 시 수행된 모든 가능한 처리 결과를 보여 주는 표로 구성됩니다. 가능한 처리 결
과는 제거됨, 의심, 차단됨, 검역소에 보관됨, 삭제됨, 보류 중인 복구, 기록된 상업용 또는 강제 탐지, 새로 감
염됨 및 아직 감염 상태임입니다. 이 정보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홈 페이지에도 표시됩니다.

위험 요소 탐지 수 이 리포트는 파이 차트, 위험 요소 표 및 관련 막대로 구성됩니다. 도메인, 서버 또는 시스템별로 위험 요소
탐지 수를 보여 줍니다. 기존 Symantec AntiVirus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리포트에 도메인이 아닌 서버 그룹별
로 정보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에서 탐지된 새
위험 요소

이 리포트는 표와 분포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표에는 새 위험 요소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
됩니다.
• 위험 요소 이름
• 위험 요소 카테고리 또는 유형
• 최초 발견 데이터
• 조직 내 최초 발생
• 최초로 탐지한 검사 유형
• 발견된 도메인(기존 시스템의 경우 서버 그룹)
• 발견된 서버(기존 시스템의 경우 상위 서버)
• 발견된 그룹(기존 시스템의 경우 상위 서버)
• 발견된 시스템 및 발견 당시에 로그온한 사용자 이름
파이 차트는 도메인(기존 시스템 경우의 서버 그룹), 그룹, 서버(기존 시스템의 경우 상위 서버), 시스템, 사용
자 이름 같은 대상 선택 유형별로 새로운 위험 요소 분포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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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름 설명

상위 위험 요소 탐지 상관
관계

이 리포트는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바이러스와 보안 위험 요소 탐지를 비교 분석하는 3D 막대 그래프로
구성됩니다. x축과 y축 변수로 시스템, 사용자 이름, 도메인, 그룹, 서버 또는 위험 요소 이름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 리포트는 각각의 축 변수마다 5개의 상위 인스턴스를 보여 줍니다. 시스템을 변수 중 하나로 선택
한 경우 감염된 시스템이 5개 미만이면 그래프에 감염되지 않은 시스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te: 기존 Symantec AntiVirus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경우 도메인과 서버 대신 서버 그룹과 상위 서버
를 기준으로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위험 요소 분포 이 리포트에는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탐지한 파일 수가 표시되고 탐지 수준별로 그룹화됩니다. 발견된 파일
에 대한 상세 리포트가 제공됩니다. 리포트를 실행하기 전에 URL, 웹 도메인, 응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 허용
별로 파일을 그룹화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 분포 요약 이 리포트는 선택한 대상 유형에서 각 고유 항목의 상대 비율을 보여 주는 파이 차트 및 연결된 막대 그래프
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대상이 위험 요소 이름인 경우 파이 차트에는 각 고유 위험 요소에 대한 조
각이 표시됩니다. 각 위험 요소 이름에 대한 막대가 표시되고 탐지 횟수, 전체 탐지에 대한 비율 등의 상세 내
역이 포함됩니다.

시간별 위험 요소 분포 이 리포트는 시간 단위별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탐지 횟수를 보여 주는 표 및 관련 막대로 구성됩니
다.

보호 기능별 위험 요소 분
포

이 리포트에는 보호 기술별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탐지 수가 표시됩니다.

SONAR 탐지 결과 이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는 파이 차트와 막대 그래프로 구성됩니다.
• 네트워크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예외에 추가한, 위험 요소로 분류되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
• 확인된 위험 요소로 탐지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
• 탐지되었지만 위험 요소 상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목록
각 목록에 대해 이 리포트에는 회사 이름, 응용 프로그램 해시 및 버전,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이 표시됩니다.
허용된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권한의 원본도 표시됩니다.

SONAR 위협 요소 분포 관련 막대 및 요약 표와 함께 탐지된 상위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표시합니다. 탐지에는 상업용 응용 프로그램
목록 및 강제 탐지 목록의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요약 표에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과 탐지의
수 및 비율이 포함됩니다.

시간별 SONAR 위협 요소
탐지

이 리포트는 선택한 기간의 위협 요소 사전 탐지 수를 표시하는 선형 차트로 구성됩니다. 또한 시간별로 탐지
된 위협 요소의 총 수를 나열하는 관련 막대가 있는 표를 포함합니다.

상위 위험 요소에 대한 처
리 결과 요약

이 리포트에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위험 요소가 나열됩니다. 각각에 대해 위험 요소 탐지 시 수
행된 각 처리 작업에 대한 비율을 보여 주는 처리 결과 요약 막대가 표시됩니다. 처리 결과에는 검역소에 보
관됨, 제거됨, 삭제 등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각각의 특정 처리 작업이 첫 번째로 구성된 작업이었던 시간,
두 번째로 구성된 작업이었던 시간, 둘 다 아니었던 시간 또는 알 수 없었던 시간의 비율도 보여 줍니다.

통지 횟수 이 리포트는 연결된 관련 막대가 있는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차트는 통지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 구성한 방
화벽 규칙 위반에 의해 트리거된 통지 횟수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통지 유형과 각 횟수가 포함됩니다.

시간별 통지 횟수 이 리포트는 선택한 기간 동안 네트워크의 통지 횟수를 표시하는 선형 차트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시간별
로 통지 횟수와 비율을 나열하는 표도 포함됩니다. 통지 유형, 인식 상태, 생성자, 통지 이름별로 표시할 데이
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주별 확산도 이 리포트에는 지정한 시간 범위 동안 각각에 대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탐지 횟수와 관련 막대가 주
별로 표시됩니다. 범위가 1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난주가 표시됩니다.

종합 위험 요소 리포트 기본적으로 이 리포트에는 모든 분포 리포트와 새 위험 요소 리포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정 리포트만 포
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모든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일별 상태

이 리포트에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바이러스 탐지, 네트워크 이벤트에 대한 작업 및 정의 상태가 포함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주별 상태

이 리포트에는 지난주의 엔드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싱 상태와 바이러스 탐지 통계가 포함됩니다. 다
른 언급이 없다면 데이터는 누적된 값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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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3: 검사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검사 통계 히스토그램 이 리포트는 검사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분포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으로 구성됩니다.
• 검사 소요 시간(초) 기준
• 탐지된 위험 요소 수 기준
• 탐지된 파일 수 기준
• 검사한 파일 수 기준
• 검사에서 생략된 파일 수 기준
Bin 너비와 히스토그램에 사용되는 Bin 수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Bin 너비는 선택 사항에 따라 그룹에 사
용되는 데이터 간격입니다. Bin 수는 히스토그램에서 데이터 간격을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항목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리포트의 히스토그램에 생성되는 정보를 최대화하도록 리포트 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규모와 확인할 정보의 양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사 시간별 시스
템

이 리포트는 마지막으로 검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안 네트워크의 시스템 목록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IP
주소와 검사 시점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이 리포트는 검사되지 않은 보안 네트워크의 시스템 목록을 보여 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IP 주소
• 마지막 검사 시간
• 현재 사용자 또는 마지막 검사 시점에 로그온한 사용자의 이름

Table 154: 시스템 리포트

리포트 이름 설명

오류가 많이 발생한 클라
이언트

이 리포트는 각 경고 조건 및 오류 조건에 대한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차트는 클라이언트별로 관련 오류
수 및 관련 경고 수와 비율을 보여 줍니다.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버

이 리포트는 각 경고 조건 및 오류 조건에 대한 파이 차트로 구성됩니다. 차트는 서버별로 관련 오류 수 및 관
련 경고 수와 비율을 보여 줍니다.

시간별 데이터베이스 복
제 실패

이 리포트는 선택한 시간 범위에 대한 복제 실패를 나열하는 관련 표가 있는 선형 차트로 구성됩니다.

사이트 상태 리포트 이 리포트는 모든 사이트의 진단 상태에 대한 실시간 요약과 로컬 사이트의 모든 서버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
니다.

WSS 통합 토큰 사용 현황 이 리포트는 WSS 트래픽 리디렉션과 함께 클라이언트 인증에 사용되는 통합 토큰의 사용 현황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빠른 리포트 실행 및 사용자 정의
빠른 리포트는 미리 정의된 사용자 정의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이러한 리포트에는 관리 서버 및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리포트는 리포트에 구성된 설정과 관련된 이벤트 정
보를 제공합니다. 리포트 설정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동일한 리포트를 실행할 수 있으며 리포트를 인쇄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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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리포트는 정적입니다. 사용자가 리포트에 지정한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는 로그를 사용하여 실시간으
로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1. 옵션 1: 빠른 리포트를 실행하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빠른 리포트 탭의 리포트 유형 목록 상자에서 실행할 리포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3. 리포트 선택 목록 상자에서 실행할 리포트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4.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5. 옵션 2: 빠른 리포트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6. 빠른 리포트 탭의 리포트 유형 목록 상자에서 사용자 정의할 리포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7. 리포트 선택 목록 상자에서 사용자 정의할 리포트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네트워크 컴플라이언스 상태 리포트 및 컴플라이언스 상태 리포트의 경우 상태 목록 상자에서 사용할 저장된 필터 구성
을 선택하거나 기본 필터를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가장 많이 탐지된 위험 요소 상관 관계 리포트의 경우 X축 및 Y축 목록 상자에서 값을 선택하여 리포트를 볼 방식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통계 히스토그램 검사 리포트의 경우 Bin 너비 및 bin 수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는 그룹 목록 상자에서 리포트 결과를 그룹화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리포트의 경우 대상
필드에서 리포트 결과를 필터링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서 사용할 저장된 필터 구성을 선택하거나 기본 필터를 그대로 두십시오.

9. 사용할 필터 선택의 시간 범위 목록 상자에서 리포트의 시간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10.특정 날짜 설정을 선택한 경우 시작 날짜 목록 상자와 종료 날짜 목록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은 정보를 보려
는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시스템 상태 리포트를 생성하고 특정 날짜 설정을 선택한 경우 날짜 및 시간 필드에 지정된 시간 이후로 서버에 체크인
하지 않은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표시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리포트에 대한 추가 설정을 구성하려면 추가 설정을 누르고 원하는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관련 도움말을 누를 때 표시되는 상황에 맞는 도움말에서 필터 옵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와일드 카드 문자를 허용하고 일치 항목을 검색하는 필터 옵션 입력란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별표
문자 중 ASCII 별표 문자만 와일드카드 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리포트를 다시 실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리포트 구성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2.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정의 리포트 저장

리포트 복사본 인쇄 및 저장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사용자 정의 리포트 저장
사용자 정의 리포트 설정을 필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저장하면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됩니다. 필터에 지정한 이름은 해당 유형의 로그와 리포트에 대한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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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저장한 필터 구성 설정 사항은 사용자 로그온 계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권한이 있는 다른 사용자는 저장
된 설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예약 리포트에 사용되는 필터 편집

생성한 리포트 구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삭제하면 해당 리포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리포트 구성
이름이 저장된 리포트 사용 목록 상자에 표시되고 화면에 기본 구성 설정이 다시 표시됩니다.

NOTE

관리 서버에서 관리자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할 관리자가 이전에 생성한 리포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
포트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리포트 이름이 변경됩니다. 새 리포트 이름은 "OriginalName('AdminName')"
형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JSmith가 생성한 Monday_risk_reports라는 리포트는
Monday_risk_reports(JSmith)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관리자 계정 및 액세스 권한

사용자 정의 리포트를 저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빠른 리포트 탭에서 목록 상자의 리포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3. 리포트에 대한 기본 설정 또는 추가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4. 필터 저장을 누르십시오.

5. 필터 이름 입력란에 이 리포트 필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지정한 이름의 처음 32자만 필터가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에 추가될 때 표시됩니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7.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필터를 저장하면 관련 리포트 및 로그에 대한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 표시됩니다.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예약 리포트는 구성한 예약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리포트입니다. 예약 리포트가 수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되므로 하나
이상의 수신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실행된 리포트는 .mht 첨부 파일로 구성한 수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
다.

예약 리포트에 표시되는 데이터는 1시간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됩니다. 관리 서버에서 예약 리포트를 이메일로
전송할 때 리포트에 있는 데이터는 한 시간 이내에서 최신입니다.

시간별 데이터가 포함된 다른 리포트는 클라이언트 로그용으로 구성한 업로드 간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됩
니다.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 지정

NOTE

사이트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여러 서버가 있는 경우 첫 번째로 설치한 서버만 해당 사이트용으로 예약
된 리포트를 실행합니다. 이 기본값은 사이트의 모든 서버가 동일한 예약 검사를 동시에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서버를 지정하여 예약 리포트를 실행하려는 경우 로컬 사이트 속성에서 이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 리포트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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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예약 리포트 탭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3. 리포트 이름 입력란에 해당 리포트를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하고 보다 긴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설명 입력란에 256자 이상을 붙여 넣을 수 있지만 설명에는 255자만 저장됩니다.

4. 이 리포트를 나중에 실행하지 않으려면 이 예약 리포트 실행 확인란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5. 목록 상자에서 예약할 리포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6. 목록 상자에서 예약할 특정 리포트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7. 목록 상자에서 사용할 저장된 필터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8. 실행 간격 입력란에서 수신인에게 리포트를 이메일로 전송할 시간 간격(시간, 일, 주, 개월)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선택한 시간 간격에 대한 값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씩 리포트를 전송하려면 일을 선택한 다음 2를 입
력하십시오.

9. 다음 이후 시작 입력란에 리포트를 시작할 날짜를 입력하거나 달력 아이콘을 누르고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목
록 상자에서 시간과 분을 선택하십시오.

10.리포트 수신인에 하나 이상의 이메일 주소를 쉼표로 분리해서 입력하십시오.

메일 서버 속성을 미리 설정해야 이메일 통지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11.확인을 누르십시오.

예약 리포트에 사용되는 필터 편집
이미 예약한 리포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리포트를 실행할 때 새 필터 설정이 사용됩니다. 이전에 저장된
리포트 필터를 바탕으로 추가 예약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는 일정 부분 생성자를 기준으로 저장되므로 두 명의 사용자가 같은 이름으로 필터를 생성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온한 단일 사용자 또는 두 명의 사용자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 필터를 생성해서
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같은 이름의 필터를 여러 개 생성하면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두 사용자가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기본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각각 같은 이름의 필터를 생성한 경우.
• 한 사용자가 필터를 생성한 후 다른 사이트에 로그온한 다음 곧바로 같은 이름의 필터를 생성한 경우.

사이트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이후에 필터 목록에서 같은 이름의 필터 두 개가 표
시됩니다. 이 경우 두 필터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사용 가능한 필터를
삭제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생성하는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필터를 삭제하면 사용 불가능한 필터도 삭제됩니다.

사용자 정의 리포트 저장

NOTE

저장된 필터를 예약 리포트와 연결할 때는 필터에 사용자 정의 날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필터에서 사용
자 정의 날짜를 지정하면 리포트가 실행될 때마다 같은 리포트를 얻게 됩니다.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예약 리포트에 사용되는 필터를 편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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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2. 예약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3. 리포트 목록에서 편집할 예약 리포트를 누르십시오.

4. 필터 편집을 누르십시오.

5. 원하는 대로 필터를 변경하십시오.

6. 필터 저장을 누르십시오.

원래 리포트 필터를 유지하려면 이 편집된 필터에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리포트 복사본 인쇄 및 저장
리포트를 인쇄하거나 빠른 리포트의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약 리포트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저장된 파일 또는 인
쇄된 리포트는 기록 레코드를 보존할 수 있도록 리포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현재 데이터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Internet Explorer는 배경색과 이미지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쇄 옵션이 실행 중지된 경우 인
쇄된 리포트가 생성된 리포트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해당 설정을 변경하면 배경색과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빠른 리포트 실행 및 사용자 정의

리포트를 저장하면 리포트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데이터에 따라 보안 환경의 스냅샷이 저장됩니다. 동일한 리포트를 나중에
실행하면 새로운 리포트가 동일한 필터 구성을 따라 다른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1. 리포트 복사본을 인쇄하려면 리포트 창에서 인쇄를 누르십시오.

2. 필요한 경우 인쇄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십시오.

3. 리포트 복사본을 저장하려면 리포트 창에서 저장을 누르십시오.

4.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에서 저장을 누르십시오.

5.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의 저장할 위치 선택 대화 상자에서 파일을 저장할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6. 필요한 경우 파일 이름 목록 상자에서 기본 파일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7. 저장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위치에 MHTML 웹 페이지 아카이브 형식으로 리포트가 저장됩니다.

8. 다운로드 완료 대화 상자에서 닫기를 누르십시오.

로그 보기
선택한 필터 설정 집합을 기초로 로그로부터 이벤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데이터 용량이 큰 로그를 볼 때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 시간 만료 매개 변수를 변경해 보십
시오.

CGI 또는 작업 종료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만료 시간 매개 변수를 변경해보십시오.

리포트 및 로그 검토를 위해 만료 시간 매개 변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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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와 로그는 항상 관리 서버 설치에 사용한 언어로 표시됩니다. 원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또
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이를 표시하려면 사용 중인 시스템에 알맞은 글꼴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 유형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로그 저장 및 삭제

로그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2. 로그 탭의 로그 유형 목록 상자에서 보려는 로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3. 일부 로그 유형의 경우 로그 컨텐츠 목록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 목록 상자가 표시되면 보려는 로그 컨텐츠를 선택하십
시오.

4.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서 저장된 필터를 선택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두십시오.

5. 시간 범위 목록 상자에서 시간을 선택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두십시오. 특정 날짜 설정을 선택한 경우 항목을 표시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6. 표시되는 항목 수를 제한하려면 추가 설정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로그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추가 설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NOTE

와일드카드 문자를 허용하고 일치 항목을 검색하는 필터 옵션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별표 문
자 중 ASCII 별표 문자만 와일드카드 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또한 필터 저장을 눌러 필터 구성을 저장하고 나중에 동일한 로그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 유형
로그에는 클라이언트 구성 변경 사항, 보안 관련 활동 및 오류에 대한 레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레코드를 이벤트라고
합니다. 로그는 이러한 이벤트 및 이벤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보안 관련 활동에는 바이러스 탐지, 시스템 상
태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로그는 각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활동과 다른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의 상호 작용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데이
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보안 상태를 분석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보
안 위험 요소 및 공격과 관련된 추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위험 요소를 들여온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 그러한 사용자에게 더욱 주의를 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페이지의 로그 탭에서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는 정기적으로 로그의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관리 서버로 업로드합니다. 로그 또는 리포트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가 정적이고 로그만큼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것
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통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외에도 다양한 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 여러 종류의 예외를 추가합니다.
로그 이벤트에서 예외 생성

• 검역소에서 파일을 삭제합니다.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 삭제

로그 유형에는 각 로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컨텐츠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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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5: 로그 유형

로그 유형 컨텐츠 및 작업

감사 감사 로그에는 정책 수정 작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표시되는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및 유형, 수정된 정책, 관련된 도메인, 사이트 및 사용자 이름, 설명 등이 포
함됩니다.
이 로그와 연결된 작업이 없습니다.
감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
어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와 장치 제어 로그에는 일부 유형의 동작이 차단된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
다.
다음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
• 장치 제어
사용 가능한 정보에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수행된 작업, 관련된 도메인 및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된 사용자, 심각도, 관련된 규칙, 호출자 프로세스, 대상 등도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 또는 임의 변경 방지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 지정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로그에는 클라이언트 호스트 무결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와 연결된 작업이 없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시스템 상태 시스템 상태 로그에는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실시간 작동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한 정보에는 시스템 이름, IP 주소, 감염된 상태, 보호 기능, 자동 보호 상태, 버전, 정의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마지막 체크인 시간, 정책, 그룹, 도메인 및 재시작 필요 상태도 포함됩니다.
이 로그에서 시스템의 감염된 상태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Note: 이 로그에는 Windows 클라이언트와 Mac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수집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상태 로그 및 리포트
사기 사기 로그에는 기만자 활동의 결과로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시 보낸 활

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기는 중요한 데이터와 공격 벡터로 보이는 항목을 잠재적 공격자에게 제시할 때 사용하는 일련의 도구입
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침투 시도를 빠르게 탐지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 도구 및 도움말 파일
은 설치 파일의 /Tools/Deception 폴더에 위치합니다.
모니터: 요약 탭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에는 침입 차단, 방화벽 및 메모리 악용 완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로그에는 방화벽 공격과 침입 차단 공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포트 검사, 실행 파
일에 대해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을 통해 설정되는 연결(트래픽)과 통과
하는 데이터 패킷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로그에는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탐지 및 소프트웨어
구성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일부 작업 변경 사항도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및 빠른 리포트

SONAR SONAR 로그에는 SONAR 위협 요소 검사 도중에 탐지된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될 때 이를 탐지하는 실시간 검사입니다.
정보에는 발생 시간, 이벤트 실제 작업, 사용자 이름, 웹 도메인,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유형, 파일, 경
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SONAR 로그
SONAR

위험 요소 위험 요소 로그에는 위험 요소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한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이벤트
실제 작업, 사용자 이름, 시스템, 도메인, 위험 요소 이름/원본, 개수, 파일/경로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 요소 로그 및 빠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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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유형 컨텐츠 및 작업

검사 검사 로그에는 Windows 클라이언트와 Mac 클라이언트 모두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표시되는 정보에는 검사 시작, 시스템, IP 주소, 상태, 검사 시간, 기간, 탐지, 검사 항목, 생략 항목 및 도메인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로그와 연결된 작업이 없습니다.
검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시스템 시스템 로그에는 서비스 시작 및 중지 시간과 같은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로그와 연결된 작업이 없습니다.
시스템 로그 및 빠른 리포트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로그 저장 및 삭제
기본 설정과 추가 설정을 통해 보려는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자 정의 필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터 설정을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동일한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저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필터에
지정한 이름은 해당 유형의 로그와 리포트에 대한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 표시됩니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NOTE

로그 필터의 시간 범위로 지난 24시간을 선택한 경우 24시간의 시간 범위는 필터를 처음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도 24시간 범위의 시작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필터를 선택하고 로그를 보려고
기다리는 경우 시간 범위는 필터를 선택할 때 시작되는 것이지 로그를 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4시간 범위를 지금 시작하려면 다른 시간 범위를 선택한 후 지난 24시간을 재선택하십시오.

1.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로그를 저장하려면 기본 창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2. 로그 탭의 로그 유형 목록 상자에서 필터를 구성할 로그 보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3. 일부 로그 유형의 경우 로그 컨텐츠 목록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 목록 상자가 표시되면 필터를 구성할 로그 컨텐츠를 선
택하십시오.

4.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서 시작할 필터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기본 필터를 선택하십시오.

5. 사용할 필터 설정 선택에서 추가 설정을 누르십시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6.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7. 필터 저장을 누르십시오.

8. 표시된 대화 상자의 필터 이름 상자에 이 로그 필터 구성에 사용할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지정한 이름의 처음 32자만 저
장된 필터가 필터 목록에 추가될 때 표시됩니다.

9. 확인을 누르면 새 필터 이름이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 추가됩니다.

10.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11.저장된 필터를 삭제하려면 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에서 삭제할 로그 필터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12.저장된 필터 사용 목록 상자 옆의 삭제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13.필터 삭제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르십시오.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 보기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를 보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원격 사이트에 있는 서버에 로그온해야
합니다. 원격 사이트의 서버에 대한 계정이 있으면 원격으로 로그온하여 해당 사이트의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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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파트너를 구성한 경우 복제 파트너의 모든 로그를 로컬 파트너에 복사하거나 그 반대로 복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로그를 복제하도록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로그를 볼 때 자신의 사이트와 복제된 사이트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한 사이트만 보려면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보려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로 제한해야 합니다. 로그를 복제하도록 선택하는 경
우 모든 복제 파트너의 로그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디스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여십시오.

2. 주소 텍스트 상자에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http://SEPMServer:9090

여기서 SEPMServer 부분은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는 IPv4 또는 IPv6일 수 있습니다. IPv6 주소는 다음과 같이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http://
[SEPMServer]:9090

그러면 콘솔이 다운로드를 수행합니다. 로그온하는 시스템에 JRE(Java Runtime Environm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침에 따라 JRE를 설치하십시
오.

3. 콘솔 로그온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4. 서버 입력란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서버 이름이나 IP 주소 및 포트 번호 8443을 입력하십시오.

http://SEPMServer:8443

5. 로그온을 누르십시오.

Syslog 서버로 데이터 내보내기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 로그 데이터를 Syslog 서버로 전송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Syslog 서버로 내보낼 때는 해당 로그를 받도록 Syslog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텍스트 파일로 로그 데이터 내보내기

로그 데이터를 Syslog 서버로 내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서버를 누르십시오.

3. 로그 데이터를 내보낼 로컬 사이트나 원격 사이트를 누르십시오.

4. 외부 로그 구성을 누르십시오.

5. 일반 탭의 업데이트 빈도 목록 상자에서 로그 데이터를 파일로 전송할 빈도를 선택하십시오.

6. 마스터 로그 서버 목록 상자에서 로그를 전송할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SQL Server를 사용하고 여러 관리 서버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경우 하나의 서버만 마스터 로그 서버로 지정하십
시오.

7. Syslog 서버로 가는 로그 전송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8.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Syslog 서버
로그 데이터를 받을 Syslog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대상 포트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Syslog 서버가 Syslog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상 포트를 입력하십시오.

• 로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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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log 구성 파일에 사용할 로그 기능의 숫자를 입력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숫자에 유효한 값 범위
는 0~23입니다.

9. 로그 필터 탭에서 내보낼 로그를 선택하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텍스트 파일로 로그 데이터 내보내기
로그의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폴더에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폴더 경로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dump입니다. 레코드가 텍스트 파일로 전송될 때까
지 .tmp 파일에 항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12.1.x를 실행하는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
\dump입니다.

NOTE

내보낸 로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로그 텍스트 파일 이름에는 로그 데이터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내보낸 로그 데이터 파일
이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그 이름은 모니터 페이지의 로그 탭에 사용된 로그 이름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Table 156: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로그 텍스트 파일 이름

로그 데이터 텍스트 파일 이름

서버 관리 scm_admin.log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agt_behavior.log
서버 클라이언트 scm_agent_act.log
서버 정책 scm_policy.log
서버 시스템 scm_system.log
클라이언트 패킷 agt_packet.log
클라이언트 사전 위협 요소 agt_proactive.log
클라이언트 위험 요소 agt_risk.log
클라이언트 검사 agt_scan.log
클라이언트 보안 agt_security.log
클라이언트 시스템 agt_system.log
클라이언트 트래픽 agt_traffic.log

NOTE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경우 내보낸 레코드 수가 외부 로그 대화 상자에서 설정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리 서버를 재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관리 서버를 재시작한 후 로그 항목 수가 0으로 재설정되지만 이미
임시 로그 파일에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시작 후 생성되는 각 유형의 첫 번째 *.log 파일에
는 지정된 값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 이후에 내보내는 로그 파일에는 정확한 수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로그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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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서버를 누르십시오.

3. 외부 로그를 구성할 로컬 사이트나 원격 사이트를 누르십시오.

4. 외부 로그 구성을 누르십시오.

5. 일반 탭에서 로그 데이터를 파일로 전송할 빈도를 선택하십시오.

6. 마스터 로그 서버 목록 상자에서 로그를 전송할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관리 서버에서 Microsoft SQ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버만 마스터 로그 서
버여야 합니다.

7. 로그를 덤프 파일로 내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8. 필요한 경우 덤프 파일 기록 제한을 선택하고 한 번에 텍스트 파일로 전송할 항목 수를 입력하십시오.

9. 로그 필터 탭에서 텍스트 파일로 전송할 로그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로그 유형에 따라 심각도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내보낼 심각도 수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외부 로그를 위한 장애 조치 서버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마스터 로그 서버의 역할을 하여 syslog 서버로 로그를 전달합니다. 14.3부터는
두 번째 관리 서버가 주 서버의 장애 조치 서버 역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관리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두
번째 관리 서버가 해당 역할을 이어받아 syslog 서버로 로그를 전달합니다. 주 관리 서버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이 서
버가 로그 전달을 재개합니다.

외부 로그를 위한 장애 조치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고 사이트를 선택한 후 외부 로그 구성을 누르십시오.
2. 일반 탭의 마스터 로그 서버 드롭다운 목록에서 로그를 전송할 주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주 서버가 다운되면 목록의 다음 관리 서버가 해당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관리 서버는 관리 > 서버 > 사이트 속성 편집 >
일반 탭의 보고 서버 우선 순위 목록에 나열됩니다.

3. 확인을 누르십시오.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관리 서버 설치

통지 관리
통지 기능은 관리자와 시스템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알립니다.

일부 통지 유형은 구성할 때 기본값이 지정됩니다. 이러한 지침은 환경 규모에 따라 적합한 기준점을 제공하지만 조정되어
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한 통지와 부족한 통지 사이에서 시행 착오를 거쳐 작업 환경을 위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계값을 초기 제한으로 설정한 다음 며칠 정도 기다려보십시오. 며칠 지나면 통지 설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 보안 위험 요소 및 방화벽 이벤트 탐지의 경우 네트워크에 100개 미만의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적합한 기준점은 1분 이내에 두 개 위험 요소 이벤트가 탐지되면 통지를 전송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100에
서 1,000개의 시스템이 있으면 1분 이내에 5개 위험 요소 이벤트가 탐지되면 통지하는 것이 더욱 유용한 기준점이 될 수 있
습니다.

모니터 페이지에서 통지를 관리합니다. 홈 페이지를 사용하면 주의가 필요한 승인되지 않은 통지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통지 관리에는 통지를 관리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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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7: 통지 관리

태스크 설명

통지에 대해 알아보기 통지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지 작동 방법

이메일 서버가 이메일
통지를 실행하도록 구성
되었는지 확인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전송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이메일 서버가 올바르게 구성되
어야 합니다.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 설정

미리 구성된 통지 검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제공하는 미리 구성된 통지를 검토합니다.
통지의 유형과 전송 시점

승인되지 않은 통지 보
기

승인되지 않은 통지를 확인 및 대응합니다.
통지 보기 및 승인

새 통지 구성 필요에 따라 나중에 다시 확인하거나 다른 관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통지를 생성합니다.
관리자 통지 설정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지 실행

통지 필터 생성 필요에 따라 트리거된 모든 통지의 보기를 확장 또는 제한하는 필터를 생성합니다.
관리 통지 필터 저장 및 삭제

통지 작동 방법
통지 기능은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알립니다. 예를 들어 통지 기능으로 관리자에게 라이센스 만료 또
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통지는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새 보안 위험 요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변경 사항 또는 평가판 라이센
스 만료에 의해 통지가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트리거되면 시스템이 이에 따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예에는 통지를 로그에 기록, 배치 파일이나 실행 파일 실행 또는 이메일 전송이 있습니다.

NOTE

이메일 통지를 위해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이메일 서버 간의 통신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야 합니다.

통지의 지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은 새 데이터에 대한 통지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지나야 하는 시간을 지
정합니다. 통지 조건에 지연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 내 트리거 조건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통지가 수행됩니다. 예
를 들어 대규모 바이러스 공격이 발생했고,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5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메일을 전송하는 통지 조건
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러한 통지 조건에 한 시간의 지연 기간을 설정하면 서버는 공격 중에 한 시간마다
통지 이메일을 한 개만 전송합니다.

NOTE

중요 이벤트 통지에 대해 지연 시간을 없음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옵션이 기본적으로
실행되고 구성됩니다.

통지 관리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 설정

통지의 유형과 전송 시점

관리자 통지 설정

통지 보기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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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유형과 전송 시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관리자를 위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지 대부분을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거 조건을 특정 시스템으로만 제한하는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트리거될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통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할 때 이러한 통지 중 일부가 실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실행
되는 통지는 서버에 기록하고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구성됩니다.

통지 관리

다른 버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통지 조건에 미치는 영향

Table 158: 미리 구성된 통지

통지 설명

인증 실패 정의된 시간 동안 구성 가능한 횟수만큼의 로그온 실패가 발생하면 인증 실패 통지가 트리거됩니다. 통
지를 트리거할 로그온 실패 횟수와 해당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목록이 변경됨 이 통지는 기존 클라이언트 목록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트리거됩니다. 이 통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실
행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목록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추가
• 클라이언트 이름 변경
• 클라이언트 삭제
•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변경
• 클라이언트의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 상태 변경
• 클라이언트 모드 변경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 이 통지는 다음과 같은 보안 이벤트에 대해 트리거됩니다.
• 컴플라이언스 이벤트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이벤트
• 트래픽 이벤트
• 패킷 이벤트
• 장치 제어 이벤트
•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이벤트
이 통지를 수정하여 이 통지가 트리거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이벤트의 유형, 심각도 및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 유형 중 일부는 관련 정책에서도 기록을 실행해야 합니다.

Note: 통지 지연 기간을 없음으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옵션이 기본적
으로 실행되고 구성됩니다.

사기 탐지 공격자가 기만자를 사용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면 사기 도구가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다음의 경우 통지가
트리거됩니다.
•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의 방어를 통과합니다.
• 공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 공격자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의 추가 공격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운로드 보호 컨텐츠가 오래
됨

관리자에게 오래된 다운로드 보호 컨텐츠에 대해 알립니다. 정의가 통지를 트리거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평판 조회 알림 평판 검사를 위해 파일이 시만텍에 제출된 경우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SONAR 및 다운로드 인사이트에
서 파일 평판 조회를 사용하고 파일을 시만텍에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파일 평판 탐지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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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설명

강제 실행 응용 프로그램이 탐
지됨

이 통지는 상업용 응용 프로그램 목록의 응용 프로그램이 탐지되거나 관리자가 모니터링하는 응용 프로
그램 목록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탐지되면 트리거됩니다.

IPS 시그니처가 오래됨 관리자에게 오래된 IPS 시그니처에 대해 알립니다. 정의가 통지를 트리거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라이센싱 문제 유료 라이센스 만료
이 통지는 관리자와 파트너(선택 사항)에게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인 유료 라이센스에 대해 알립
니다.
이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초과 배포
이 통지는 관리자와 파트너(선택 사항)에게 초과 배포된 유료 라이센스에 대해 알립니다.
이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평가판 라이센스 만료
이 통지는 만료된 평가판 라이센스와 60일, 30일 및 7일 후 만료되는 평가판 라이센스에 대해 관리자에
게 알립니다.
이 통지는 평가판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거나
결제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탐지 이 통지는 Windows 취약점 공격이 탐지되면 트리거됩니다.
네트워크 부하 알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전체 정의 요청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에서 전체 정의 세트를 요청할 경우 관리자에게 잠재적인 네트워크 대역폭 문제를
알립니다.
이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새로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이 통지는 응용 프로그램 학습이 새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하면 트리거됩니다.
새 위험 요소가 탐지됨 이 통지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새 위험 요소가 탐지될 때마다 트리거됩니다.

Note: 통지 지연 기간을 없음으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옵션이 기본적
으로 실행되고 구성됩니다.

새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 통지는 새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다운로드되거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트리거됩니다.
• LiveUpdate가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 관리 서버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수동으로 가져오는 경우.
• LiveUpdate에 새 보안 정의 또는 엔진 컨텐츠가 있습니다.
새 보안 정의로만, 새 클라이언트 패키지로만 또는 둘 다로 통지를 트리거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용한 새 다운로드 이 통지는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탐지한 응용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허용하면 트리거됩니
다. 관리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 또는 허용할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Power Eraser 권장 일반적인 검사로 감염을 복원할 수 없어서 관리자가 Power Eraser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이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 확산 이 통지 알림은 관리자에게 보안 위험 요소 확산에 대해 알립니다. 새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횟수와 유형
및 통지를 트리거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발생 유형에는 모든 시스템에서 발생, 단일 시스템에서 발생 또
는 별도 시스템에서 발생이 있습니다.
이 통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Note: 통지 지연 기간을 없음으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옵션이 기본적
으로 실행되고 구성됩니다.

서버 상태 서버 상태 문제가 통지를 트리거합니다. 통지에는 서버 이름, 진단 상태, 원인 및 최근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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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설명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 이 통지는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를 탐지하면 트리거되며 위험 요소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합니다. 이
러한 상세 내역에는 관련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서버가 수행한 작업이 포함됩니다.

Note: 통지 지연 기간을 없음으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옵션이 기본적
으로 실행되고 구성됩니다.

SONAR 정의가 오래됨 관리자에게 오래된 SONAR 정의에 대해 알립니다. 정의가 통지를 트리거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시스템 이벤트 이 통지는 특정 시스템 이벤트에 대해 트리거되고 탐지된 이벤트 수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이벤트에는
관리 서버 작업, 복제 실패, 백업 및 시스템 오류가 포함됩니다.

단독 실행 시스템 이 통지는 관리 서버가 네트워크에서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을 탐지한 경우 트리거됩니다. 이 통지는 IP
주소, MAC 주소 및 각 단독 실행 시스템의 운영 체제 등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만료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에는 업그레이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이 통지는 해당 업그레이드 라이센스가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트리거됩니다.
이 통지는 업그레이드 후에만 나타납니다.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 관리자에게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에 대해 알립니다. 정의가 통지를 트리거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이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파트너 통지
관리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곧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된 유료 라이센스가 있음을 탐지하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지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 서버는 라이센스가 초과 배포되었음을 탐지하면 관리자에게 통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 라이센스를 구매하거나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많은 설치에서 서버 관리
자는 이러한 구매를 수행할 권한이 없지만 대신 시만텍 파트너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관리 서버는 파트너의 연락처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버가 설치되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시스템 관리자는 또한 콘솔의 라이센스 창에서 설치 후 언제든지 파트너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 파트너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면 관리자와 파트너 모두에게 유료 라이센스 관련 통지 및 초과 배포된 라이센스
통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통지의 유형과 전송 시점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 설정
관리 서버가 자동 이메일 통지를 전송하도록 하려면 관리 서버와 이메일 서버 간에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다.

통지 관리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이메일 서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할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서버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이메일 서버 탭을 누르십시오.

5. 이메일 서버 설정을 입력하십시오.

이 대화 상자의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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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누르십시오.

Sending test email messages fails in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영문)을 참조하십시오.

통지 보기 및 승인
승인되지 않은 통지 또는 모든 통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통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현재 구성된 모
든 통지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의 보안 상태 창에는 최근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승인되지 않은 통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통지 관리

1. 승인되지 않은 최근 통지를 보려면 콘솔에서 홈을 누르십시오.

2. 홈 페이지의 보안 상태 창에서 통지 보기를 누르십시오.

통지 탭에 승인되지 않은 최근 통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3. 필요에 따라 통지 목록의 리포트 열에 문서 아이콘이 있는 경우 이를 누르십시오.

별도의 브라우저 창에 통지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문서 아이콘이 없는 경우 모든 통지 정보가 통지 목록의 메시지 열에
표시됩니다.

4. 모든 통지를 보려면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른 다음 통지 탭을 누르십시오.

5. 선택적으로 통지 탭의 저장된 필터 사용 메뉴에서 저장된 필터를 선택하십시오.

관리 통지 필터 저장 및 삭제

6. 필요한 경우 통지 탭의 시간 범위 메뉴에서 저장된 필터를 선택하십시오.

7. 통지 탭에서 통지 보기를 누르십시오.

8. 통지를 승인하려면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9. 통지 탭의 통지 목록에 있는 승인 열에서 빨간색 아이콘을 눌러서 통지를 승인하십시오.

10.구성된 모든 통지 조건을 보려면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11.모니터 페이지의 통지 탭에서 통지 조건을 누르십시오.

콘솔에 구성된 모든 통지 조건이 표시됩니다. 통지 유형 표시 메뉴에서 통지 유형을 선택하여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
니다.

관리 통지 필터 저장 및 삭제
필터를 사용하여 콘솔의 관리 통지 보기를 확장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 필터를 저장하고 이전에 저장한 필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지 보기 및 승인

통지 관리

다음 기준의 모든 조합을 사용하는 저장된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범위
• 승인 상태
• 통지 유형
• 생성자
• 통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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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 24시간 이내에 게시된 승인되지 않은 위험 요소 확산 통지만 표시하는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통지 필터를 추가하려면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2. 모니터 페이지의 통지 탭에서 추가 설정을 누르십시오.

12.1.x에서는 추가 설정이 고급 설정입니다.

3. 어떤 필터 설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머리글에 필터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십시오.

4. 필터 저장을 누르십시오.

5. 통지 탭의 필터 이름 입력란에 필터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저장된 통지 필터를 삭제하려면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7. 모니터 페이지의 통지 탭의 저장된 필터 사용 메뉴에서 필터를 선택하십시오.

8. 저장된 필터 사용 메뉴 오른쪽에서 X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9. 필터 삭제 대화 상자에서 예를 누르십시오.

관리자 통지 설정
통지를 구성하여 특정한 종류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러분과 다른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통지를 트리거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중요한 태스크를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가 만료되거나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되면
이를 알리도록 통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트리거될 때 다음과 같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에 통지를 기록합니다.
• 한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NOTE

이메일 통지를 보내려면 관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메일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 설정

사용 가능한 통지 유형의 목록에서 통지 조건을 선택합니다.

통지 유형을 선택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필터를 지정합니다.
모든 통지 유형에서 필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유형에서 필터를 제공하는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통지가 트리
거되는 조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그룹의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만 트리거하도록 통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을 지정합니다.
모든 통지 유형이 설정을 제공하지만 특정 설정은 유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 통지의 경우 어떤 유
형의 검사가 통지를 트리거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을 지정합니다.
모든 통지 유형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작업을 제공합니다.

NOTE

중요 이벤트 통지에 대해 지연 시간을 없음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
록 해야 합니다. 관련 통지에는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 새 위험 요소가 탐지됨 및 위험 요
소 확산이 포함됩니다.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옵션이 기
본적으로 실행되고 구성됩니다.

관리자 통지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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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2. 모니터 페이지의 통지 탭에서 통지 조건을 누르십시오.

3. 통지 탭에서 추가를 누른 다음 통지 유형을 누르십시오.

4. 통지 조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통지 이름 텍스트 상자에 통지 조건에 레이블을 지정할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어떤 필터 설정을 사용하시겠습니까?가 있는 경우, 여기에 통지 조건에 대한 필터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 어떤 설정을 이 통지에 사용하시겠습니까?에 통지를 트리거하는 조건을 지정하십시오.
• 이 통지가 트리거되면 어떤 작업을 수행합니까?에 통지가 트리거되면 수행할 작업을 지정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통지 관리

통지 보기 및 승인

다른 버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통지 조건에 미치는 영향
새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설치될 때 미리 구성된 많은 통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이
전 버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통지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설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통지 조건은 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 클라이언트 목록이 변경됨
• 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 초과 배포 문제
• 유료 라이센스 문제
• 위험 요소 확산
• 서버 상태
• 평가판 라이센스 만료
•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

관리자가 이전 버전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전 버전의 모든 기존 통지 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존
새 소프트웨어 패키지 통지 조건은 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통지 조건이 됩니다. 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조건에는 새
소프트웨어 패키지 조건에는 없는 두 가지 설정인 클라이언트 패키지와 보안 정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
면 업그레이드에서 유지된 이 유형의 통지 조건에 대해 이러한 두 가지 설정이 모두 실행됩니다. 단, 업그레이드 후에 생성
되는 조건인 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통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패키지 설정은 실행되고 보안 정의 설정은 실
행 중지됩니다.

NOTE

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통지 조건의 보안 정의 설정이 실행되면 많은 수의 통지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클라이언트 수가 많거나 보안 정의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예약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의 업데
이트에 대한 빈번한 통지를 수신하지 않으려면 통지 조건을 편집하여 보안 정의 설정을 실행 중지하면 됩니다.

여러 통지 조건에는 이전 버전에 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설정인 새로운 설정인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 전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이 통지 조건에 대해 새로운 설정인 경우 업그레이드 후 해당 유형의 모든 기존 조건에 대해 이 설정이 기
본적으로 실행 중지됩니다.

기본 통지 조건 유형이 이전 설치에 추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지 조건은 업그레이드된 설치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업그레
이드 프로세스는 이전 설치에서 어떤 통지 조건이 관리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 전송, 통지 기록, 배치 파일 실행, 다음 주소로 이메일 전송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작업 설정은 업
그레이드된 설치의 각 기본 통지 조건에서 실행 중지됩니다. 이러한 4개 작업이 모두 실행 중지된 경우 조건 자체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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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통지 조건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통지 조건을 편집하여 이러한 설정 중 하나 또는 전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통지 조건은 예외이며 이 조건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추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통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본 통지 조건과 달리 통지 기록과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 전송 작업 설정은 모두 이 조건에
대해 실행됩니다.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만료 통지 조건이 실행됩니다.

일부 통지 조건 유형은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지 조건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될
때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통지의 유형과 전송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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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재해 복구 수행, 그리고 복제, 사이트 및 장애 조치 구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구성
• 관리 서버 및 인증서 구성
• 데이터베이스 관리
•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 사이트 및 복제 관리
• 재해 복구 수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버 유형
서버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정의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사이트는 대개 동일한 비즈니스 위치에 함께 있는 관리 서버 한 개 이상과 데이터베이스 한 개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온하는 사이트는 로컬 사이트이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사이트 이외의 모든 사이트를 원격 사이
트라고 합니다. 사이트를 연결하는 데는 복제를 사용합니다.
사이트 및 복제 설정

• 관리 서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 관리 서버에서 정책을 생성하고 여러 조직 그룹
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모니터하고, 리포트, 로그 및 알림을 보며, 서버와 관리자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단일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개의 관리 서버는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 데이터베이스 서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마다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또는 Microsoft SQL Server)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관리 서버와 동일한 시스템에 있을 수 있
으며,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시스템에 있을 수 있습니다. 14.3 RU1에서는 내장 데이터베이스
가 SQL Server Express로 대체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 복제 파트너
두 사이트 간에 데이터 복제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되는 관계.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서버 설정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서버 속성 파일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서버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서
버 속성 파일을 내보내고 가져와야 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복구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재설치합니다.
재해 복구 파일에 서버 설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재설치하면 이전
에 변경한 기본 서버 설정이 손실됩니다. 내보낸 서버 속성 파일을 사용하여 변경된 서버 설정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
다.

• 테스트 환경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고 나중에 작업 환경에 관리 서버를 설치합니다. 내
보낸 서버 속성 파일을 작업 환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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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 및 타사 서버 관리

1. 서버 설정을 내보내려면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site_name 사이트)를 확장한 다음 내보낼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3. 서버 속성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4.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5.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6. 서버 설정을 가져오려면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7.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site_name 사이트)를 확장한 다음 설정을 가져오려는 관리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8. 서버 속성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9. 가져올 파일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를 누르십시오.

10.예를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 및 타사 서버 관리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여러 다른 유형의 서버와 통합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Table 159: 서버 관리

태스크 설명

서버에 대해 알아보기 설정해야 하는 서버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버 유형

서버 통신 권한 설정 원격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그룹이나 단일 시스템의 IP 주소를 기
반으로 예외를 추가하여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원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대한 액세스 허용 또는 차단

서버 설정 수정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수정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시스템으로 복원하기 위해 서버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메일 서버 구성 네트워크의 특정 메일 서버와 작업하려면 메일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 및 이메일 서버 간 통신 설정

디렉터리 서버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디렉터리 서버와 통합하여 관리자 계정의 관리를 지원하거나 조직 단
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Symantec LiveUpdate 서버
에 연결하는 경우 프록시 설
정 구성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정하려면 프록
시 서버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다.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Symantec LiveUpdate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서버 속성 가져오기 또는 내
보내기

서버 설정을 xml 파일로 내보내고 동일한 설정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버 설정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서버 인증서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는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모든 서버와 클
라이언트 사이의 통신을 위해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서버는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여 자신을 식별 및 인
증합니다. 서버 인증서를 백업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인증서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서버 인증서 백업
새 서버 인증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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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서버에 대한 SecurID 인증
구성

RSA SecurID를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인증하도록 선택한 경우, RSA 서버와 통신하도록 관리 서버를 구
성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RSA SecurID 인증 사용

Symantec VIP를 통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2단
계 인증 구성

환경에서 2단계 인증에 Symantec VIP를 사용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을
통해 인증하는 관리자에 대해 Symantec VIP를 사용한 2단계 인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버전 14.2에 추가되었습니다.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 구성

서버를 다른 시스템으로 이
동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테스트 환경에서 작업 환경으로 관리 서버를 이동해야 합니다.
• 관리 서버가 실행되는 시스템에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서버를 다른 시스템에 설치하고 복제를 수행합니다.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 복구 파일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를 다른 시스템에 설치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관리 서버 시작 및 중지 관리 서버는 자동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업그레이드하거나 재해 복구를 수행할 때는 관리 서버 서비스를
중지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M)는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와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
이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5,000개가 넘는 경우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자동으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합니다. SQL
Server Express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보안 정책, 구성 설정, 공격 데이터, 로그 및 리포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4.3 RU1에서는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SQL Server Express로 대체되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한 후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관리 서버가 느려지기 시작할 수 있습
니다. 관리 서버의 성능을 개선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공간을 줄이거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태스크를 예
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Table 160: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태스크 설명

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 백업
예약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예약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자동 데이터베이스 백업 예약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선택적으로 백업이 수행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동으
로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동으로 로그 데이터 지우기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
크 예약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예약하여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 작용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지 관리 태스크를 즉시 또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
을 때 수행하도록 관리 서버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트랜잭션 로그에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제거.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색인을 재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정렬 및 검색 기능 개선.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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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파
일 크기 확인

데이터베이스가 최대 파일 크기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
이스의 크기 한도는 10GB입니다. SEPM을 설치할 때 SQL Server Express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이 한
도에 도달하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파일 크기 증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공간 계산

저장소 공간을 줄이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전체 디스크 공간을 계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로그 크기 및 만료 기간.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수.
• 월간 평균 바이러스의 수.
• 각 로그에 유지해야 하는 이벤트의 수.
• 컨텐츠 업데이트의 수.
각 컨텐츠 업데이트에는 약 300MB가 필요합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 각 언어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버전의 수.
예를 들어 32비트 클라이언트 및 64비트 클라이언트 모두가 있는 경우 언어 버전 수의 두 배가 필요
합니다.

• 유지해야 하는 백업의 수.
백업 크기는 데이터베이스 크기의 약 75%이며, 이 크기를 유지하려는 백업 복사본 수만큼 곱해야 합
니다.

필요한 하드 디스크 공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 백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izing and Scalability Best Practices White Pap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로그 데이터 볼륨 줄이기 데이터베이스는 항목의 지속적인 흐름을 수신하여 로그 파일에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관리하여 저장된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모두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데
이터가 너무 많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여 로그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로그를 일부만 서버에 업로드하고 클라이언트 로그가 업로드되는 빈도를 변경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 지정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할 수 있는 로그 항목의 수와 유지 기간을 지정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 지정

• 중요하지 않은 위험 요소 이벤트 및 시스템 이벤트를 필터링하여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줄이
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 로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되기 전에 저장되는 디렉터리 공간을 줄이십시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디스크 공간 늘리기

• 각 관리 서버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줄이십시오.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 클라이언트 로그가 서버에 업로드되는 빈도를 제어하는 하트비트 빈도를 줄이십시오.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책 및 컨텐츠 업데이트

로그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내보내기

보안 목적을 위해 특정한 수의 로그 기록을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
터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 로그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 서버가 다운될 경우 로그 데이터를 수신할 여러 관리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slog 서버로 데이터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로 로그 데이터 내보내기

필요한 보호 기능만 포함하도
록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생성

클라이언트에 설치하는 보호 기능이 많을수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 정보가 차지하는 공간도 늘
어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 기능만 포함하도록 클라이언트 설치 패
키지를 생성하십시오. 추가하는 그룹이 많을수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 정보가 차지하는 공간도
늘어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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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
하여 컨텐츠 다운로드

대역폭이 낮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100대가 넘는 경우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2,000개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면 관리 서버 4 - 5대
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디스크 공간 및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줄이려면 서버에 저장되는 컨텐츠 리비전 수를 줄이면 됩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 복원 처음 설치된 동일한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여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확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도 하는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사용자 정의된 리포트에 대한 조회를
작성하기 위한 스키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Database Schema Reference(영문)

자동 데이터베이스 백업 실행
네트워크에 적은 수의 사용자가 로그온되어 있는 시간에 실행되도록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내 사이트) > SQLEXPRESSSYMC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데이터베이스 속성 대화 상자의 백업 설정 탭에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백업 서버 드롭다운 목록에서 백업을 저장할 관리 서버를 지정하십시오.
• 보안 용도 또는 회사 정책을 위해 로그 복사본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백업 로그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로그가 디스크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 회사 정책상 필요한 경우 보관할 백업 수를 설정하십시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 수를 낮게 유지하십시오.

5. 백업 예약을 선택하고 예약을 설정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예약
관리 서버를 설치한 후 데이터베이스 공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관리 서버는 몇 주나 몇 달 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줄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응답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서버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 트랜잭션 로그를 잘라냅니다.
트랜잭션 로그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수행되는 거의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관리 서버는 트랜잭션 로그에서 사
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 인덱스를 재작성합니다.
관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인덱스 조각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정렬하고 검색하는 시간을 개선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 서버는 이러한 태스크를 예약에 따라 수행합니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즉각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시스템
을 이용하지 않을 때 수행되도록 예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94

http://entced.symantec.com/sep/14/doc_db_schema


 

NOTE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러한 태스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Management Studio 중 하나에서 수행해야 하며, 두
곳 모두에서 수행하면 안 됩니다.

1. 요청 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실행하려면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지금 트랜잭션 로그 잘라내기
• 지금 인덱스 재작성

4. 실행을 누르십시오.

5. 태스크가 완료되면 닫기를 누르십시오.

6.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면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7.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8. 태스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9. 일반 탭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한 다음 태스크 예약을 누르고 각 태스크에 대한 예약을 지정하
십시오.

•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 잘라내기. 이 태스크의 기본 예약은 매 4시간입니다.
• 인덱스 재작성. 이 태스크의 기본 예약은 매주 일요일 2:00입니다.

WARNING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에서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자동 데이터베이스 백업 예약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파일 크기 증가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최대 크기에 이르
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늘리십시오.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예약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늘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icrosoft SQL Server 시스템에서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여십시오.

2. 개체 탐색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확장하고 sem5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십시오.

3. 데이터베이스 속성 대화 상자에서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4.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sem5_log1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자동 증가 열을 표시하십시오.

5. 자동 증가 열에서 ... 버튼을 누르십시오.

6. sem5_log1에 대한 자동 증가 변경 대화 상자에서 무제한 파일 크기 증가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 지정
회사 정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가 유지하는 로그 이벤트의 기간 및 유형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관할 로그 항목 수 및 각 항
목이 클라이언트에 보관되는 기간(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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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클라이언트 로그를 서버에 업로드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업로드 크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로그를 업로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모니터 페이지의 로그 탭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백업 시 클라이언트 로그를 백업할 수 없습니다.
•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파일 또는 중앙 관리 로그 서버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NOTE

일부 클라이언트 로그 설정 중에는 그룹별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 설정된 것도 있습니다. 모든 원격 클라이언트 로그 및 사무실 클라이언트 로그설정을 다르게 적용하
려면 위치 대신 그룹을 사용하여 원격 클라이언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 지정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클라이언트를 누르고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2. 정책 탭에서 클라이언트 로그를 누르십시오.

3. group name에 대한 클라이언트 로그 설정 group name 최대 파일 크기와 로그 항목 보관 기간(일)을 설정하십시오.

4.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할 로그에 대해 관리 서버로 업로드를 선택하십시오.

5. 보안 로그 및 트래픽 로그에 대해 지연 기간 및 지연 대기 기간을 설정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 지정
하드 디스크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유지하는 로그 항목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
을 보관하는 기간(일)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모니터 페이지에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로그 탭의 로그 정보는 보기 편하도록 논리적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사이트 속성 로그 설정 탭에 있는 로그 이름은 모니터 페이지의 로그 탭에 있는 로그 유형보
다는 로그 컨텐츠에 해당합니다.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 지정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을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를 확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로그 설정 탭에서 각 로그 유형에 대한 항목 수와 로그 항목을 보관할 기간(일)을 설정하십시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디스크 공간 늘리기
대량의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서버에 자주 업로드하도록 구성하면 서버에서 디스크 공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 일부 기본값을 조정하여 이러한 공간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클
라이언트에 배포할 때는 서버의 로그 삽입 디렉터리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로그가 .dat 파일로 변환된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기본 디렉터리는 다음 기본 위치에 있습니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inbox\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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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제어하는 값을 조정하려면 Windows 레지스트리에서 해당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해야 하
는 Windows 레지스트리 키는 서버의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EPM에 있습니다.

로그 업로드 설정이 들어 있는 Windows 레지스트리 키에는 Windows 레지스트리 키, 해당 기본값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Table 161: 로그 업로드 설정이 들어 있는 Windows 레지스트리 키

값 이름 설명

MaxInboxSpace 로그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전에 .dat 파일로 변환되어 보관되는
디렉터리에 할당되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8GB입니다.

MinDataFreeSpace 이 디렉터리에서 여유 공간으로 유지해야 하는 최소 공간 크기를 나타냅니
다. 이 키는 동일한 디렉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성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
용합니다.
기본값은 200MB입니다.

IntervalOfInboxSpaceChecking 관리 서버가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받은 편지함의 공간 크기를 검사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30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동으로 로그 데이터 지우기
이 방법을 일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의 일환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 후 수동 로그 제거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제거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하면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자주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로그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
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한 후 정기적으로 수동 로그 제거를 수행할 경우, 모든 로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로그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가 매우 유용합니다. 로그를 직접 제거할 수 있으나
이 절차는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유지 기간 지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 데이터를 지우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 자동 스위핑이 수행되지 않도록 사이트의 로그 크기를 최대한 높게 지정하십시오.

2. 적절한 백업을 수행하십시오.

3. Manager가 설치된 시스템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 URL을 입력하십시오.

https://localhost:8443/servlet/ConsoleServlet?ActionType=ConfigServer&action=SweepLogs

이 태스크를 수행하고 나면 모든 로그 유형에 대한 로그 항목이 대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원본 테이블은
다음 스위핑이 시작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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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신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비우려면 두 번째 스위핑을 수행하십시오. 원본 테이블 내용이 제거되고 항목이 다시
여기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5. 사이트 속성 대화 상자의 로그 설정 탭에 있는 설정을 원하는 설정으로 되돌리십시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보안 정책을 다운로드하고 로그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 항상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의 통신을 유지하려면 장애 조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로드 균형 조정은 관리 서버 목록을 사용하여 여러 관리 서버 간에 클라이언트 관리 작업을 분산하는 데 사용됩니
다.

다음 표에는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162: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프로세스

태스크 설명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에 대해 읽
어보십시오.

관리 서버에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추가 관리 서버를 설
치하십시오.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관리 서버 설치
각 관리 서버의 클라이언트 수는 로그 크기와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관리 서버 수를 계산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izing and Scalability Best Practices White Paper(영문)

관리 서버 목록에 관
리 서버를 추가하십
시오.

로드 균형 조정을 설정하려면 여러 관리 서버를 관리 서버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 관리 서버 목록을 사용하
거나 새 관리 서버 목록에 관리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목록에는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 있는 관
리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그룹에 사용자 정의
관리 서버 목록을 할
당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관리 서버 목록을 생성한 후 그룹에 관리 서버 목록을 할당해야 합니다.
그룹 및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 할당

사이트 및 복제 설정

관리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거나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가 통신하지 않는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두 개 이상의 관리 서버를 설치하여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로드 균형 조정은 그룹에 할당되는 관리 서버의 우선 순위 목록에 따라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로드를 분산하려면 사이트 하
나에 두 개 이상의 관리 서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개별 관리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도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클라이
언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관리 서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관리 서버 목록의 각 서버에는 우
선 순위가 할당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는 임의로 연결할 우선 순위 1 서버를 선택합니다. 연결을 시도하는
첫 번째 서버를 사용할 수 없고 우선 순위가 1인 다른 서버가 목록에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다른 서버에 임의로 연결을 시
도합니다. 우선 순위가 1인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목록에서 우선 순위가 2인 서버 중 하나에 연결을 시
도합니다. 클라이언트 연결을 임의로 분산하는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 로드를 여러 관리 서버로 분산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서로 다른 여러 서브넷의 구성 요소를 보여 줍니다.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동일한 서브
넷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1번 및 2번으로 식별되는데, 이는 장애 조치 구성을 나타냅니다.

 498

http://entced.symantec.com/sep/14/sep_ee_sizing


 

장애 조치 구성에서 모든 클라이언트는 서버 1로 트래픽을 보내고 서버 1의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서버 1이 오프라인이 되
면 서버 1이 온라인이 될 때까지 모든 클라이언트가 서버 2로 트래픽을 보내고 서버 2의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그림에서 데
이터베이스는 원격 설치로 표시되어 있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로컬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 컨텐츠 업데이트를 위한 장애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를 실행하는 모든 구성
요소는 우선 순위가 지정된 업데이트 원본의 목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서버는 로컬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물리적 위치에 있는 LiveUpdate 서버로 장애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내부 LiveUpdate 서버,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및 사이트 복제를 사용하면 로드 균형 조정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
다.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여러 사이트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NOTE

14.3 MPx 이하 버전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
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장 데이터베이스로 장애 조치를 설정할 수 있지만 복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
다. 내장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비일관성 및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로드 균형 조정은 구성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필요한 사이트 수 결정

사이트 및 복제 설정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관리 서버에는 동일한 우선 순위가 할당됩니다. 설치 후 이
기본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을 사용하면 됩니다. 로드 균형 조정은 사이트에
관리 서버가 두 대 이상 있는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드 균형 조정은 관리 서버 목록에서 우선 순위 1에 할당된 서버 간에 발생합니다. 우선 순위 1에 할당된 서버가 두 대 이상
인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버 한 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서버와의 통신을 설정합니다. 우선 순위 1에 할당된 모든 서버가
실패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우선 순위 2에 할당된 서버에 연결됩니다.

부하 분산 및 로밍을 모두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DNS를 실행하고 사용자 정의 관리 서버 목록의 유일한 항목으로 도메인 이름을 넣으십시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위치 인식 기능을 실행하고 각 위치에 대해 사용자 정의 관리 서버 목록을 사용하십시오.
각 사이트에 대해 위치를 하나 이상 생성하십시오.

• 장애 조치 또는 부하 분산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장치 중 상당수는 로밍을 위한 설정을 제
공합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관리 서버 목록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구성 요소를 확장한 다음 관리 서버 목록을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관리 서버 목록 추가를 누르십시오.

4. 관리 서버 목록 대화 상자에서 추가 > 새 서버를 누르십시오.

5. 관리 서버 추가 대화 상자의 서버 주소 입력란에 관리 서버의 전체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IP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고정 주소인지, 모든 클라이언트가 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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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누르십시오.

7. 다른 서버를 추가하십시오.

8. 다른 관리 서버와 함께 로드 균형 조정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려면 추가 > 새 우선 순위를 누르십시오.

9.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서버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면 서버를 선택한 후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누르십시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그룹에 관리 서버 목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룹 및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 할당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관리 서버 설치
장애 조치 구성은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 통신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
니다. 로드 균형 조정은 관리 서버 간에 클라이언트 관리 작업을 분산하는 데 이용됩니다. 관리 서버 목록에서 관리 서버에
대한 우선 순위를 할당하여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치는 원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SQL Server Native Client 파일
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해 관리 서버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2.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 창에서 사용자 정의 구성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설치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3. 이 서버가 관리할 클라이언트의 수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4. 기존 사이트에 추가 관리 서버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5. 서버 정보 창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6. Microsoft SQL Server 정보 대화 상자에서 SQL Server 클라이언트 도구를 설치한다는 메시지에 확인을 누르십시오.

7. 다음 입력란에 원격 서버 값을 입력하십시오.

1단계에서 호스트 이름, 인스턴스 이름 및 포트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에서 SQL Server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지정합니다.

또한 Windows 인증, SQL 인증을 포함하여 인증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Database server\Instance_name
SQL Server 포트
데이터베이스 이름
SQL 클라이언트 폴더(로컬 시스템)
이 입력란에 올바른 경로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면 Microsoft SQL 클라이언트 유틸리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
거나 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8. 2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암호를 포함하여 SQL Server에 대한 인
증 방법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지정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첫 번째 관리 서버를 설치한 경우 이 정보를 이미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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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을 누르십시오.

1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지정한 후 다시 한 번 입력하여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십시오(선택 사항).

11.다음을 누르십시오.

12.경고 메시지를 읽은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13.관리 서버 완료 창에서 마침을 누르십시오.

외부 로그를 위한 장애 조치 서버 구성

그룹 및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 할당
정책을 추가한 후 그룹이나 위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정책을 할당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 서버 목록을 사용하여 한 관리 서
버의 클라이언트 그룹을 다른 관리 서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목록 추가 또는 편집을 마쳐야 목록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1. 그룹 및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을 할당하려면 콘솔에서 정책을 누르십시오.

2. 정책 페이지에서 정책 구성 요소를 확장한 다음 관리 서버 목록을 누르십시오.

3. 관리 서버 목록 창에서 할당하려는 관리 서버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4. 태스크에서 목록 할당을 누르십시오.

5. 관리 서버 목록 적용 대화 상자에서 목록을 적용할 그룹 및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6. 할당을 누르십시오.

7. 예를 누르십시오.

8.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그룹 또는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을 할당하려면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 정책을 누르십시오.

9. 정책 탭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그룹이 더 이상 상위 그룹으로부터 정책과 설정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 그룹에 대하여 통신 설정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10.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에서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오.

11. group name에 대한 통신 설정 대화 상자의 관리 서버 목록에서 관리 서버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선택한 그룹이 관리 서버와 통신할 때 이 관리 서버 목록을 사용합니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사이트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하나 이상의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단일 사이트로 배포됩니다.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또는 물리적 위치가 포함된 조직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복제 구성은 여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되거나 중복됩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오류를 일으켜도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이언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모든 클라이언트를
계속 관리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개념 및 복제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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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3: 사이트 및 복제 설정 프로세스

태스크 설명

1단계: 다른 사이트를 추가해야 하는지 여
부 파악

여러 개의 사이트 및 복제를 설정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특정한 상황에서만
여러 사이트를 설정하고 각 사이트 팜에 최대 다섯 개의 사이트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사이트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직에 적합한 사이트 설계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부 결정
필요한 사이트 수 결정

2단계: 첫 번째 사이트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이트 또는 로컬
사이트가 설치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3단계: 두 번째 사이트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두 번째 관리 서버를 설치하여 두 번째 사이트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원격 사이트
로 분류되며 관리 서버는 복제 파트너로 지칭됩니다. 초기 설치 시 두 번째 사이트를 추가하
면 기본 예약에 따라 복제가 수행됩니다. 복제 파트너를 추가한 후에는 복제 예약 및 복제되
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두 사이트 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복제할 때는 복제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둡니다. 전
체 데이터베이스가 복제되므로 복제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예약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데이터를 즉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복제 예약 시간을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사이트의 관리 서버 버전을 업그레이
드해야 합니다.
즉시 데이터 복제

4단계: 복제 이벤트의 기록 확인(선택 사
항)

복제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복제 이벤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관리 서버에서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관리 > 복제 이벤트 이벤트 유형으로
필터링하십시오.
로그 보기

또한 네트워크에 현재 존재하는 사이트의 데이터를 복제하도록 관리 서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는 비복제 사이트가 두
개인 경우 사이트 중 하나를 두 번째 사이트를 복제하는 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구성한 후 모든 구성 변경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 최신 버전의 관리 서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복제 파트너를 실행 중지한 경우에는 복제 파트너를 다시 추가해야 합니
다.
업그레이드 전/후에 복제 실행 중지 및 복제 복원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복제된 사이트의 디렉터리 서버에 연결

사이트 개념 및 복제 작동 방식
사이트 및 복제 파트너

복제 작동 방식

복제 서버의 크기 확인

사이트 및 복제 파트너

사이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이며 하나 이상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됩니다. 복제는 별도의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간에 데이터를 복제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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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두 번째 사이트의 데이터베
이스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각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제 파트너는 두 번째 사이트 또는 원격 사이트 내에 있는 개별 관리 서버입니다. 사이트에는 필요한 만큼 복제 파트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파트너는 기본 사이트 또는 로컬 사이트(사용자가 로그온하는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파트너로 설정
된 모든 사이트는 동일한 사이트 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데이터를 복제하는 각 사이트는 복제 파트너이거나 사이트 파트너입니다. 복제 파트너와 사이트 파트너는 모두 여러 관리
서버를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 복제 파트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14.3 RU1에 포함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또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복제 파트너는 공통의 라이센스
키를 공유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여러 관
리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리 서버만 복제 파트너로 설정해야 합니다.

• 사이트 파트너는 단일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

복제 작동 방식

파트너의 변경 사항은 다른 모든 파트너로 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사이트(사이트 1)와 보조 사이트(사이트 2)에 사이트
를 설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이트 2는 사이트 1의 파트너입니다. 사이트 1 및 사이트 2의 데이터베이스는 복제 예약을 사
용하여 조정됩니다. 사이트 1가 변경되면 복제가 수행된 후 자동으로 사이트 2에 변경 사항이 표시됩니다. 사이트 2가 변경
되면 복제가 수행된 후 자동으로 사이트 1에 변경 사항이 표시됩니다. 사이트 1 또는 사이트 2의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이트(사이트 3)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제가 발생한 후에는 사이트 1의 데이터베이스와 사이트 2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해집니다. 서버의 시스템 ID 정보만 다
르게 됩니다.

복제 빈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Philosophy of SEPM Replication Setup(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부 결정

필요한 사이트 수 결정

복제 중에 사이트 간 데이터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복제 서버의 크기 확인

복제 파트너에는 단일 관리 서버 설치보다 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복제 서버에 대한 크기 증가 요구 사항에는 다음
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수
• 데베이스에서 유지되는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크기
• 유지되는 로그 파일 수
•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설정
• 로그 크기 및 만료 기간
• 정의 업데이트 크기
• 데이터베이스 백업 정보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복제 서버의 하드 디스크는 초기 복제를 위한 원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사용되는 하드 디
스크 공간보다 3배 이상 커야 합니다.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Replication considerations and best practices(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izing and Scalability Best Practices White Paper(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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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중에 사이트 간 데이터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복제를 하면 데이터가 다른 관리 서버로 전송되거나 전달됩니다. 사이트에 여러 개의 복제 파트너가 있을 수 있으며 한 파트
너에서 수행된 모든 변경 사항이 모든 사이트에 복제됩니다.

복제되는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한 복제 사이트가 다른 복제 사이트를 덮어쓰지 않습니다. 대신 각 사이트의 컨텐츠를 비교하여 한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에
없는 패키지 또는 컨텐츠가 있는 경우 해당 패키지 또는 컨텐츠가 공유됩니다. 모든 LiveUpdate 컨텐츠 및 클라이언트 패키
지가 일치하면 아무것도 교환되지 않습니다.

복제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 정책 및 그룹(필수 양방향)
• 해당하는 옵션을 지정한 경우 LiveUpdate 컨텐츠 및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선택적 양방향)
• 로그(선택적 양방향 또는 단방향)

한 사이트에서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사이트의 관리 서버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버전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표에는 관리자가 사이트 팜의 사이트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 서버가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Table 164: 관리 서버가 사이트 간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충돌 유형 예 해결 방법

두 가지 차이점은 함
께 존재할 수 없습니
다.

사이트 1과 사이트 2의 관리자 모두 동일
한 방화벽 정책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이
트 1에서 설정이 실행됩니다. 사이트 2에
서 설정이 실행 중지됩니다.

관리 서버는 가장 최근의 변경 사항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1에서 변경한 후 사이트 2에서 변경하면 사이트 2의
변경 사항이 유지됩니다.

두 사이트에 대해 동
일한 변수가 생성됩
니다.

사이트 1과 사이트 2의 관리자는 모두 동
일한 이름의 그룹을 추가합니다.

관리 서버는 두 가지 변경 사항을 모두 유지하며, 더 최근 변수 뒤에 물
결표 문자와 숫자 1(~1)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두 그룹이 Sales라는 이름을 가진 경우 더 최근에 Sales라
는 이름이 지정된 그룹이 Sales ~1이 됩니다.

데이터는 충돌 없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1의 관리자는 2개의 방화벽 정책을
추가하고 사이트 2의 관리자는 5개의 방화
벽 정책을 추가합니다.

관리 서버는 변경 사항을 병합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버는 7개의 방화벽 정책을 두 사이트에 모두 표시합
니다.

여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부 결정
두 번째 사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 사이트 및 복제가 현재 네트워크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이
트를 설정하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복잡성이 추가됩니다. 여러 사이트로 인해 클라이언트 로그 및 리포트 보기와 같은 특
정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 사이트 및 복제를 설정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트워크에 느린 WAN 링크가 있는 경우.
여러 사이트는 여러 지리적 영역의 클라이언트가 로컬로 연결될 수 있는 두 번째 관리 서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독
일과 미국에 몇 개의 큰 사무실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독일과 미국 간의 연결이 느리다면 회사는 독일에 한
사이트, 미국에 한 사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독일 클라이언트는 독일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고 미국 클라이언트는 미
국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하면 느린 WAN 링크를 통해 통신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줄어듭니다.

• 데이터베이스 중복의 경우.
복제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손상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다른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도록 보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사이트와 복제 대신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많거나 클라이언
트가 여러 지리적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GUP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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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복제된 사이트를 여섯 개 이상 설정하면 안 됩니다.

Table 165: 복제로 둘 이상의 사이트를 사용할지, GUP를 사용할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

질의 대답 복제로 여러 사이트 사용 또는 GUP 사용

예.
• 느린 WAN 링크의 경우 복제 사용을 고려하십시
오.

• 여러 위치가 있는 경우 GUP 사용을 고려하십시
오.

예.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넘는 위치에 연결되는 느린
WAN 링크 또는 여러 위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제 또는 GU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복제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45,000개를
초과합니까?

아니요.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넘는 위치에 연결되는 느린
WAN 링크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제 또는 GU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복제 사용을 고려하십시오.예.
위치당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넘는 여러 위치가 있
습니까?

아니요. GUP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예. 복제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느린 WAN 링크가 있습니
까?

아니요.
위치당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넘는 여러 위치가 있
습니까?

아니요. 복제 또는 GU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GUP 사용을 고려하십시오.예.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넘는 위치에 연결되는 느린
WAN 링크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제 또는 GU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GUP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위치당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넘는 여러 위치
가 있습니까?

아니요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넘는 위치에 연결되는 느린
WAN 링크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제 또는 GU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When to use replication with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필요한 사이트 수 결정

필요한 사이트 수 결정
대부분의 중소 규모 조직에게 네트워크 보안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사이트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각 사이트에는 하
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는 중앙에 위치합니다.

지리적으로 한 곳에 위치한 대규모 조직도 일반적으로 사이트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어
려운 조직의 경우 여러 사이트가 포함된 분산 관리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해 여러 사이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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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클라이언트.
• 지리적인 위치의 수와 이러한 지리적 위치 간 통신 링크의 유형.
• 기능 부서 또는 관리 그룹 수.
• 데이터 센터 수.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데이터 센터별로 하나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이트를 설정하는 것입니
다.

•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빈도.
• 보존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의 양, 보존해야 하는 기간, 저장할 위치.
• 방대한 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여러 물리적 위치 간의 느린 WAN 링크. 자체 관리 서버가 있는 두 번째 사이트를 설정하
면 이 느린 링크를 통과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에
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컨텐츠 배포

• 고유한 기타 회사 관리 및 IT 보안 관리 고려 사항.

다음 크기 지침을 사용하여 설치할 사이트 수를 결정하십시오.

•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사이트를 설치하십시오(최대 20개 사이트). 복제된 사이트 수를 5개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에 최대 10개의 관리 서버를 연결하십시오.
• 최대 18,000개 클라이언트(14.x) 또는 50,000개 클라이언트(12.1.x)를 관리 서버에 연결하십시오.

사이트를 추가한 후 복제를 통해 여러 사이트로 사이트 정보를 복제해야 합니다. 복제는 컨텐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Table 166: 다중 사이트 설계

사이트 설계 설명

분산 각 사이트는 그룹 및 정책에 대해 양방향으로 복제를 수행하지만 로그와 컨텐츠는 제외됩니다. 사이트 리포트를 보려면
콘솔을 사용하여 원격 사이트의 관리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원격 사이트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가 필요 없는 경우 이 설계를 사용하십시오.

중앙 관리 로그 다른 사이트의 모든 로그가 중앙 사이트로 전달됩니다.
중앙 보고가 필요한 경우 이 설계를 사용하십시오.

고가용성 각 사이트에 여러 관리 서버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추가 클라이언트를 처리하려면 여러 사이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리 서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
관리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으로 대체 관리 서버로 전환되도록 관리 서버 목록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
템을 구성합니다.
중복, 장애 조치 및 재해 복구 기능을 제공하려면 이 설계를 사용하십시오.

Note: 내장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를 사용하는 경우(14.3 MPx 이하) 데이터 비일관성 및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로드 균
형 조정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복제 설정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hen to use replication with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개념 및 복제 작동 방식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부 결정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는 두 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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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설치되어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할 두 번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합니다.

• 두 번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고 복제할 항목 및 예약을 변경하십시오(선택 사항).
복제 빈도 및 컨텐츠 변경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1. 두 번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는 관리 서버 설치 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2.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에서 새 설치의 사용자 정의 구성(클라이언트 500개 이상 또는 사용자 정의 설정)을 누른 후 다
음을 누르십시오.

3. 추가 사이트 설치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4. 다음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 복제 서버
이 관리 서버가 복제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관리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

– 시스템 관리자 이름 및 암호.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admin입니다. 제한된 관리자 계정이나 도메인 관리자 계정이 아니라 시
스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로컬 사이트와 이 파트너 사이트 간 클라이언트 패키지 및 LiveUpdate 컨텐츠 복제를 선택하십시오(선택 사항).
지금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인증서 수락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누르십시오.
6. 사이트 정보 창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7. 데이터베이스 선택 창에서 기본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또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복제하는 사이트가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14.3 MPx 이하 버전에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기본 내장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8. LiveUpdate 실행 창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필요한 경우 파트너 정보를 추가하십시오.

9.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집 기능을 수락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됩니다. 이 단계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경우 예약을 변경하십시오. 복제 빈도 및 컨텐츠 변경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사이트 개념 및 복제 작동 방식

여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부 결정

업그레이드 중 복제 방지

복제 빈도 및 컨텐츠 변경
기본적으로 복제는 두 번째 사이트 및 관리 서버를 설치한 후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예약됩니다. 복제는 두 번째 관리 서버
설치 시 설정한 기본 일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러나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빈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컬 사이
트 또는 새 사이트에서 빈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새 사이트에 먼저 복제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이트의 일정은 다
음에 두 사이트가 복제될 때 동기화됩니다. ID 번호가 더 작은 사이트에서 예약 복제가 시작됩니다. 새 복제 파트너로 구성
된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새 사이트가 가리키는 로컬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로 덮어써집니다.

두 사이트는 자동으로 그룹 및 정책을 공유합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크기에 따라 로그,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또
는 LiveUpdate 컨텐츠의 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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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에 걸리는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크기 및 사이트 간 네트워크 연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복제 주기를 테스트하여 소
요되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복제를 예약하고 관리 서버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도
록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지 및 LiveUpdate 컨텐츠 모두 대량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데이터 크기는 최대 5GB까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는 최대 500MB의 디스크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로그를 복제하려는 경우 모든 복제 파트너 서버에서 로그 추가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초기의 전체 데이터베이스 복제 후 정책, 클라이언트 및 그룹만 복제하고 로그는 복제하지 않는 경우 이후 복제의 크기는 상
당히 작습니다. 빈도 및 컨텐츠에 따라 복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관리 서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복제 빈도 및 일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 > 로컬 사이트에서 복제 파트너를 확장하고 복제하려는 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에서 복제 파트너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복제할 컨텐츠를 선택하십시오.
5. 예약을 변경하려면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관리 서버가 데이터를 복제할 시점을 선택하게 두려면 자동 복제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두 사이트 간에서 약 2시간마다 한 번씩 자동 복제가 실행됩니다.

– 사용자 정의 예약을 설정하려면 예약에 따라 복제를 선택하십시오.
6. 확인을 누르십시오.

Replication considerations and best practices(영문)

즉시 데이터 복제
추가적인 사이트를 설정할 경우 복제는 일반적으로 기본 예약에 따라 실행됩니다. 복제를 즉시 수행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ID 번호가 더 작은 사이트에서 예약 복제가 시작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두 대 이상의 서버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 사이트의 첫 번째 서버에서만 복제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1.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 > 로컬 사이트에서 복제 파트너를 확장하고 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3. 태스크 아래에서 지금 복제를 누르십시오.
4. 예를 누른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복제 빈도 및 컨텐츠 변경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사이트 삭제
복제 파트너를 삭제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파트너 관계가 끊어지지만 관리 서버 소프트웨어가
제거되거나 두 번째 사이트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원격 사이트에서 관리 서버를 제거할 때는 모든 사이트에서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한 관리 서버 콘솔에서 소프트웨어
를 제거해도 다른 콘솔의 서버 창에서 아이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전/후에 복제 실행 중지 및 복제 복원

사이트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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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관리 > 서버 > 로컬 사이트를 누르고 복제 파트너를 확장한 후 복제 파트너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복제 파트너 삭제를 누르십시오.

2. 원격 사이트에서 사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원격 사이트 삭제를 누르십시오.

3. 예를 누르십시오.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하드웨어 오류 또는 데이터베이스 손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후에
수집된 정보를 백업해야 합니다.

재해 복구 준비

재해 복구 수행

재해 복구 준비

Table 167: 재해 복구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략적인 단계

단계 설명

1단계: 데이터베이스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매주 권장) 백업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백업 폴더는 다음 기본 위치에 저장됩니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backup
백업 파일 이름은 date_timestamp.zip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2단계: 재해 복구 파일 백업 복구 파일에는 암호화 암호, 키 저장소 파일 도메인 ID, 인증서 파일, 라이센스 파일 및 포트 번호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은 다음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rver Private Key Backup\recovery_timestamp.zip
복구 파일은 기본 도메인 ID만 저장합니다. 여러 도메인이 있는 경우 복구 파일은 해당 정보를 저장
하지 않습니다. 재해 복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도메인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도메인 추가

3단계: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백업(선택 사항)

자체 서명 인증서를 다른 인증서 유형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관리 서버가 새 복구 파일을 생성합
니다. 복구 파일에는 시간 스탬프가 있으므로 어떤 파일이 최신 파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서버 인증서 백업

4단계: 관리 서버의 IP 주소 및 호스
트 이름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선택
사항)

심각한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원래 관리 서버와 동일한 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를 재설치해야 합니다.
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을 텍스트 파일에 추가하십시오(예: Backup.txt).

5단계: 오프 사이트의 안전한 위치
에 백업 데이터 저장

이전 단계에서 백업한 파일을 다른 시스템으로 복사

재해 복구 수행

재해 복구 수행 프로세스에는 하드웨어 오류 또는 데이터베이스 손상이 발생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환경을
복구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백업 및 복구 파일을 만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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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8: 재해 복구 수행 프로세스

단계 작업

1단계: 재해 복구 파일을 사용하
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재설치하십시오.

관리 서버를 재설치하면 초기 설치 이후 저장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재해 복구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스템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재
설치하는 경우 새 서버 인증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새 서버 인증서 생성

2단계: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십시
오.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원

3단계: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140-2 컴플
라이언스를 재실행하십시오. (선택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FIPS 컴플라이언스 준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FIPS 컴플라이언
스를 실행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복구한 후에 FIPS 컴플라이언스
를 재실행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재해 복구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파일 백업

서버 설정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참조: Disaster recovery best practices for Endpoint Protection(영문)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한 매주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 파일을 다른 시스템에 저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업 파일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backup ### #####.

백업은 .zip 파일에 배치됩니다.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기본 이름은 date_timestamp.zip이며, 여기서 date는 백업이 수
행된 날짜입니다.

NOTE

제품 설치 디렉터리에 백업 파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제거될 때 백업 파일이 제거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로그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구성하지 않으면 로그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습니
다. 로그를 백업하지 않는 경우 백업 시 로그 구성 옵션만 저장됩니다. 백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지만
복원된 후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에는 데이터가 비어 있습니다.

최대 10개 버전의 사이트 백업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버전을 보관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모든 데이터를 보관할 만큼
충분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로그와 백업 폴더를 확인하여 백업하는 동안과 백업한 이후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백업하거나 자동으로 백업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NOTE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의 한도는 10GB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데이터가 10GB를 초과하면 안 되며,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10GB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내장 데이
터베이스에서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자동 데이터베이스 백업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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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1. 데이터베이스와 로그를 백업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구 > 데이터베
이스 백업 및 복원을 누르십시오.

2.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대화 상자에서 백업을 누르십시오.

3. 데이터베이스 백업 대화 상자에서 선택적으로 로그 백업을 선택하고 예를 누르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5.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완료되면 종료를 누르십시오.

6.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른 디렉터리에 복사하십시오.

7. 콘솔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로그를 백업하려면 콘솔에서 관리 > 서버를 누르십시오.

8. 서버에서 로컬 사이트(내 사이트) > SQLEXPRESSSYMC(14.3 RU1부터) 또는 localhost를 누르십시오.

9. 태스크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누르십시오.

10.데이터베이스 백업 대화 상자에서 선택적으로 로그 백업을 선택하고 예를 누르십시오.

11.확인을 누르십시오.

12.닫기를 누르십시오.

서버 인증서 백업
관리 서버가 설치된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 개인 키와 인증서를 백업해야 합니다.

JKS 키 저장소 파일은 초기 설치 시 백업됩니다. server_timestamp.xml이라는 파일도 백업됩니다. JKS 키 저장소 파
일에는 서버의 개인 키 및 공용 키 조합과 자체 서명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 인증서를 백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서버 인증서를 백업할 관리 서버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인증서 관리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서버 인증서 관리 창에서 서버 인증서 백업을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5. 서버 인증서 백업 창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백업 폴더를 지정한 다음 열기를 누르십시오.

관리 서버 인증서도 동일한 폴더에 백업해야 합니다.

6. 백업 서버 인증서 창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7. 마침을 누르십시오.

서버 인증서

새 서버 인증서 생성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관리 서버를 재설치 또는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 재해 복구 파일을 사용하여 모든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
의 동일한 설치 디렉터리에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설치하는
동안 복구 파일을 생성합니다. 기존 사이트를 재구성하거나 복제용으로 추가 사이트를 설치하는 데 이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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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1. 관리 서버를 재설치하려면 기존 관리 서버를 제거하십시오.

2. 설치 파일에서 서버를 설치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3. 시작 창에서 복구 파일을 사용하여 이전에 배포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복원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음을 누
르십시오.

기본적으로 복구 파일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rver Private Key Backup에 있습니다. 복구 파일은 클라이언트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시 연결합니다.

4. 각 창에 나오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재설치된 서버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합니다.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가 다
른 시스템에 있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원

5. 관리 서버를 재구성하려면 시작 > 프로그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Tools >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누르십시오.

6.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기존 사이트의 관리 서버를 재구성하려면 관리 서버 재구성을 누르십시오.
• 관리 서버를 재구성하여 기존 사이트의 데이터를 복제하려면 관리 서버를 재구성하여 다른 사이트 복제를 누르십시
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로컬로 설치된 관리 서버가 새 사이트를 생성하고 네트워크의 다른 기존 사이트의 데이터를 복
제하도록 재구성됩니다. 또한 비복제 사이트가 두 개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이트 중 하나가 두 번째 사이트를
복제하는 사이트로 전환됩니다.

NOTE

복구 파일을 사용하여 이전에 배포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복원이 선택된 상태로 두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복구 파일의 기본 도메인 ID가 무시되고 복제 파트너의 도메인 ID가 사용됩니다. 재구성이 완료되
면 도메인 ID 변경으로 인해 기존 클라이언트가 연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각 창에 나오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새 서버 인증서 생성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개인 키가 손상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새로운 서버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서버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서버 인증서를 생성하
면 이 확인이 실패하고 통신이 중단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 인증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새 서버 인증서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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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솔에서 관리를 누른 다음 서버를 누르십시오.

2. 서버에서 관리 서버를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서버 인증서 관리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서버 인증서 관리 창에서 새 서버 인증서 생성을 누르십시오. 새 키 생성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새 키 생성이 새 키 조합(공개 키와 개인 키)을 사용하여 새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새 인증서가
이전과 동일한 키 조합을 사용하므로 키 조합이 손상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의 보안 프로
필이 낮아집니다.

5. 예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십시오.

6. 새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Webserver 서비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PI 서비스
(버전 14부터)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Apache 웹 서버 중지 및 시작

다음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면 새 인증서를 신뢰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자체 서명 서버 인증서 수락 정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로그온

데이터베이스 복원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었거나 재해 복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복원
하려면 백업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백업

NOTE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을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복원해야 합니다. 처음 설치한 것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또는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원이 완료되는 데는 몇 분이 걸립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관리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2.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
구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을 누르십시오.

3.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대화 상자에서 복원을 누르십시오.
4. 예를 눌러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확인하십시오.
5. 사이트 복원 대화 상자에서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6.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때 생성한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 복사본을 찾으십시오.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기본 이름
은 date_timestamp.zip입니다.

7. 확인을 누르십시오.
8. 종료를 누르십시오.
9. 관리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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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백업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백업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생성하지 않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었습니다.

1. 정책 파일을 백업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설치한 후 내보낸 정책 파일을 가져옵니다.

2. 여러 도메인이 있는 경우 이름이 SEPBackup.txt인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도메인 ID를 추가하십시오. (선택 사항)
관리 서버 정보를 저장하려면 관리 서버의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을 파일에 추가하십시오.

3. 관리 서버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4.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 및 복구 파일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를 재구성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5. 재구성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다음 파일에서
SEPM_Install/tomcat/etc/conf.properties
기본 SEPM_Install 위치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다음을 변경하십시오.
scm.agent.groupcreation=false를 scm.agent.groupcreation=true로 변경
이렇게 편집하면 클라이언트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체크인 시 기본 그룹에 다시 표
시됩니다.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통신할 수 있지만 다음 번 체크인 후에만 콘솔에 다시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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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및 정책 관리

ICDm 클라우드 콘솔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모두에서 클라이언트와 정책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
다.

클라우드의 일부 정책 기능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용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관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리를
사용하려면 ICDm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ICDm 클
라우드 콘솔과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일부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Security(SES) 및 Integrated Cyber Defense
Manager(ICDm) 클라우드 콘솔 소개
Symantec Endpoint Security(SES)는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클라우드 단독 관리 버전으로, 엔드포
인트 공격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 계층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체 엔드포인트에서 위협 요소
를 파악하고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보안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클라우드 콘솔인 Symantec 통합 사이
버 방어 관리자(ICDm)를 통해 Symantec Endpoint Security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CDm은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관리 콘솔과 동등한 기능의 클라우드용 관리 콘솔입
니다. 두 관리 콘솔 모두 동일한 클라이언트(클라우드에서는 Symantec Agent라고 하고 SEPM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라고 함)를 관리합니다.

What is Symantec Endpoint Security?(영문)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영문)

장치 및 일부 정책은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보호 기능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관리 옵션은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몇 가지 추가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0.1(14.1) 이상의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 기반 클라이언트(Symantec Endpoint Security
에서는 Symantec Agent라고 함)입니다. SEP나 SES에는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관리를 사용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한 후 ICDm 클라우드 콘솔에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하십시오.

다음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하면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 집중 보호 정책을 통해 의심스러운 탐지 항목 검색 및 차단
• 낮은 대역폭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구성
• 중앙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과 통합된 오탐지 관리
• 고급 기능을 관리하는 현대적인 클라우드 콘솔

온-프레미스 관리, 하이브리드 관리 또는 클라우드 단독 관리 옵션 선택

온-프레미스 관리, 하이브리드 관리 또는 클라우드 단독 관리 옵션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0.1(14.1) 이상의 에이전트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Endpoint Security)에서 관리
되는 에이전트 버전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는 클라우드 기반이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또는
Integrated Cyber Defense Manager 클라우드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클라우드에서만 관리하거나, 온-프레미스에서만 관리하거나, 이 둘의 조합(하이브리드 관리)에서 관리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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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에서만 관리할 경우에는 통합 클라우드 콘솔인 Symantec Integrated Cyber Defense Manager(ICDm)를 사용합
니다. Symantec Endpoint Security Enterprise 또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 중 하나를 구입해야 합니다.

• 온-프레미스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용 관리 콘솔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Endpoint Security Enterprise 또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관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온-프레미스에서 관리되는 장치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사용하고 클라우드 관리 장치를 관리하는 데는 ICDm 콘솔을 사용합니다. ICDm 클라우드 콘솔에는 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등록 후에는 ICDm의 모든 장치 및 알림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전체 하이브리드 배포에 대해 ICDm의 장치 및 일부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 장
치에 대한 나머지 보호 기능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Security Enterprise 또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를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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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9: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또는 클라우드 관리 Symantec Endpoint Security 중에서 사용
할 제품 결정

요구 사항 사용할 제품

클라우드 콘솔만을 사용하여 클
라이언트 관리

Symantec Endpoint Security(Enterprise 또는 Complete)
클라우드 단독 관리 콘솔은 ICDm(통합 사이버 방어 관리자)이며, 장치는 Symantec Agent 버전 14.2
RU1 이상을 사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에이전트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여 배포합
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치에 온-프레미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에이전트를 클라우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경우 온-프레미스 관리 콘솔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의 통신을 우회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관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나 오버헤드를 원치 않습니다.
• 시만텍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여러 개 있고 단일 관리 콘솔에서 관리 기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여러 시만텍 제품의 위협 요소, 정책 및 인시던트를 한곳에서 파악하여 인시던트 대응 시간을 며칠
에서 몇 분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온-프레미스에는 없는 추가 기능이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
있습니다.
ICDm의 Symantec Endpoint Security 관리 기능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관리 기능에 대
한 빠른 참조

클라우드에서 에이전트를 관리하려면 Symantec Security Cloud 계정에 직접 로그온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Security로 업그레이드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정보
다 클라우드의 동등한 설정이 우선합니다. 동등한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정이 우선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 시 나중에 다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관리 서버를 제거한 경우에는 관
리 서버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해 복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그레이드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야 합니다. smc 명령을 사용하여 Windows 장치를 다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Upgrading to Symantec Endpoint Security from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Getting started with Endpoint Security(영문)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만을 사용하여 클라이
언트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또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Enterprise 또는 Complete)
클라우드에 SEPM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
언트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여 배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네트워크에 원유 굴착기 또는 해양 환경과 같은 원격 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가 매우 제한적인 정부 환경에서 작업합니다.
• 다크 네트워크에 많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 온-프레미스 관리 서버와 동일한 기능을 원합니다. 하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계속해
서 기능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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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사용할 제품

기존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단
독 관리 에이전트 모두를 관리
(하이브리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또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Enterprise 또는 Complete)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배포를 위해서는 SEPM과 에이전트가 버전 14.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이전
트와 일부 정책은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관리하고, 14.1 이전의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합니다.
참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Symantec Agent와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14.1 이상에서 Symantec Endpoint Security로 업그레이드하되 천천히 클라우드 단독 관리 콘솔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Security가 지원하지 않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장치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
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을 대체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
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사용하려면 14.2 MP1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필요합
니다. 응용 프로그램 격리(신규)를 사용하려면 14.2 RU1(클라우드 전용) 또는 14.2 RU1 이상의 클
라이언트가 필요하며 Symantec Endpoint Security 클라우드 콘솔이 사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응용 프로그램 격리를 사용하려면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
사용 기간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중에 다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의 등록을 취소하기만 하면 됩니
다. 이 옵션은 유연성이 더 뛰어나며, 나중에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등록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등록 취소

NOTE

14.0.1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Symantec Endpoint Security가 아니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클라이언
트에서 더 많은 옵션을 제어하는 반면, Symantec Endpoint Security는 더 적은 옵션을 제어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관리 클라이언트는
더 적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시만텍은 매월 업데이트 시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 새로운 기능을 계
속 추가합니다.

Comparison between an on-premises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and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영
문)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등록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보거나 관리하려면 먼저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NOTE

최대 50개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 시 .MSI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브리지 서비스가 설치됩니다.

ICDm 클라우드 콘솔에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사용 환경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 대한 유료 구독
• Symantec Security Cloud 계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도메인 등록을 시작할 때 이 로그인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계정을 로그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0.1 이상의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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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더라도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전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 전용 집중 보호 정책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를 테스트(로그 전용) 모드로 전환하고 시스템 잠금을 로그 전용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이 상
황은 이러한 정책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실행되는 서버에 적용되고 정책이 .MSI 설치를 차단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단계: 등록 시작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3에서 등록을 시작하려면 클라우드 탭을 선택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4.2 이하에서 등록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홈 페이지에서 지금 등록을 선택하거나 클라우드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시작 버
튼을 누르면 클라우드 콘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인증 정보가 없으면 계정 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클라우드 콘솔의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클라우드 콘솔에서 등록 토큰 받기

클라우드 콘솔에서 엔드포인트 > 통합 > 등록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페이지에서 등록 토큰을 생성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등록 완료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우드 페이지의 지정된 영역에 등록 토큰을 붙여 넣으십시오.
2.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등록을 선택하십시오.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이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홈 페이지 배너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 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온할 수 있습
니다.

4. 등록 후 모든 장치가 클라우드 콘솔에 나타납니다. 장치는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
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토폴로지를 관리합니다.

5. 클라우드 콘솔에서 그룹 및 장치를 관리하려면 로그온한 도메인에 대해서만 클라우드에서 장치 관리를 실행하십시오.
클라우드 기반 정책을 관리하려면 클라우드에서 정책 관리를 실행하십시오. 클라우드 콘솔의 엔드포인트 > 통합 > 등
록에서 이러한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타사 API를 사용하여 장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장치 관리를 실행 중지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WARNING

장치 그룹 구조를 변경하면 변경 사항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적용되기까지 10분의 지
연이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작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복제
의 작동 방식과 유사합니다. 지연되는 동안 추가 토폴로지 변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후 발생하는 상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등록 취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
한 후 발생하는 상황

Symantec Endpoint Security(SES) 클라우드 콘솔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표시되는 것과는 다른 사용
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1단계: Symantec Security Cloud 계정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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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Sign into your Symantec Security Cloud Account(영문)

Getting started with Endpoint Security(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등록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가 클라우드 콘솔에 동기화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클라우드 콘솔
이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계층 및 정책이 포함됩니다. 동기화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간 기다려야 클라우드 콘솔
에 장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클라이언트를 클라우드에서만 관리할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만 관리할지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그룹은 자동으로 클라우드 콘솔의 장치 페이지
에 장치로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치는 장치 페이지에서 그룹으로 표시되지 않고 일반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를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Symantec Agent라고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관리하는 장치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우드에서 엔드포인트 > 장치로 이동하십시오.
2. 장치 탭의 관리 주체 드롭다운 메뉴에서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장치 조직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만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만 장치를 관리할 수 있고 동시에 둘 모두에서 장치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장치 및 그룹을 관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엔드포인트 > 통합으로 이동합니다.
2. 등록 탭에서 클라우드에서 장치 관리가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OTE

Active Directory 또는 다른 타사 디렉터리 도구를 통해 장치 조직을 관리하려면 이 설정을 실행 중지된 상태로 유
지하십시오.

NOTE

장치 그룹 구조를 변경하면 변경 사항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적용되기까지 10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작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복제의 작동 방
식과 유사합니다. 지연되는 동안 추가 토폴로지 변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3단계: 정책을 클라우드에서만 관리할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만 관리할지 선택

정책은 클라우드 콘솔에서 엔드포인트 > 정책 페이지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환경을 ICDm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려
는 경우가 아니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정책을 내보내 클라우드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도메인 등록 후에는 항상 클라우드 콘솔이 ICDm에서 관리하는 지원되는 정책을 제어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 등의 다른 정책을 관리하는 데는 계속해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사용합니다. 이러
한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푸시다운되고 이어서 클라이언트에 배포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정책을 관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엔드포인트 탭 > 통합 페이지 > 등록 탭에서 클라우드에서 정책 관리를 실행하십시오.

4단계: 클라우드 콘솔에서 탐지된 위협 요소 찾기

클라우드 콘솔의 대시보드 및 검색된 항목 목록에서는 사용 환경의 탐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설
정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설정을 조정하려면 대시보드를 사용하십시오.

• 엔드포인트 > 대시보드 > SEP 14.2로 이동하십시오.

14.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한 클라우드 콘솔과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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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Security 클라우드 콘솔의 상호 작용 방식
이 섹션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예상
동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클라우드 포털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통신 및 등록
• 라이센싱, 설치, 업그레이드, 데이터베이스
• 도메인 등록 및 등록 취소
• 사이트, 복제
• 그룹, 클라이언트, 위치
• 정책 및 상속

클라우드 콘솔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통신 및 등록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커넥터가 클라우드 콘솔에 대한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1시간마
다 시도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통해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클라우드 콘솔에 올바른 온라인 상태
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된 상태를 보려면 온라인 상태가 변경된 후 5~10분간 기다
리십시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 관리 서버와 AWS(Amazon Web Services) 서버의 시스템 시간 차이는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이
실패하며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 불일치를 해결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를 NTP(Network Time Protocol)와 동기화하십
시오. 자세한 내용은 NTP: The Network Time Protocol(영문)을 참조하십시오.

• 등록이 실패한 경우 다음 로그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RIDGE_INSTALL.log, catalinaWs.out,
Cloud-0.log, scm-server-0.log, and semapisrv_access_log.date.log. 이러한 파일을 모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폴더의 \tomcat\logs 안에 위치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14.1 이상) 등록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관리 서버 목록 구성

라이센싱, 설치, 업그레이드, 데이터베이스

•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Security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려면 Symantec Endpoint Security 라이센스를 구
매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콘솔에서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정을 백업하거나 복원할 수 없습니다.
•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는 지정된 기간(일)을 바탕으로 도메인
에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30일 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이 간
격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삭제된 후 클
라우드 콘솔에서 삭제됩니다.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수를 늘리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 삭제

도메인 등록 및 등록 취소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이벤트, 정책,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그룹이 동기화됩니다.
• 클라우드에서 지원되는 정책 기능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클라우드 정책 설정이 우선합니다.

 521

http://www.ntp.org


 

필요한 경우 기본 도메인을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 문제가 있거나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 정책을 관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등록 페이지나 클라우드 콘솔의 엔드
포인트 > 통합 > 등록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프로세스는 등록 취소되는 도메인의 클라이언트 그룹과 클라이언트를 클라우드에서 제거합니다. 연결된 모든 정
책은 관련 이벤트와 함께 클라우드 콘솔에 남아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등록 취소

사이트, 복제

• 각 사이트의 경우 클라우드 콘솔에서 사이트당 하나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도메인이 개별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도 여러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클라우드 콘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에도 개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장애 조치를 위해 구성된 2개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포함된 사이트의 경우 관리 서버 중 하나에서 하나의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각 관리 서버와 클라우드 콘솔 간에 통신하
는 브리지 서비스는 한 번에 하나의 관리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순위가 높은 서버를 우선으로 관리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첫 번째 브리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대신 두 번째 관리 서버에 대한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클
라우드 콘솔에서 한 번에 하나의 도메인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솔과 각 관리 서버 간의 동기화는 동시에 수
행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이 지원하는 사이트 구성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 클라우드
콘솔이 지원하는 사이트 구성을 표시합니다.

Table 170: 클라우드 콘솔이 지원하는 사이트 구성

사이트 구성 클라우드 콘
솔에서 지원됨

하나의 사이트, 동일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만 포함된 하나의 시스템의 하나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

하나의 사이트, 두 번째 시스템의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하나의 시스템의 하나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

하나의 사이트, 여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
여러 사이트, 각 사이트에 복제가 포함된 하나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14.2 이상)
여러 사이트, 각 사이트에 복제가 포함된 여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14.2 이상)

* 복제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이트 중 하나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하나만 클라우드에 등록할 수 있습
니다.

클라우드 콘솔에 복제 파트너가 있는 사이트 등록

그룹, 클라이언트, 위치

• 클라우드 콘솔에서 내 회사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그룹 이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로 관리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거나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는 정책을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는 정책을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에 적용하면 정책이 해당하는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옵션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 버전 14, 14 MP1, 14 MP2 및 기존 12.1.x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클라우드 콘솔에 표시되지만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기능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 콘솔에서 클라우드에서 장치 관리 옵션이 실행되고 있으면 클라우드 콘솔에서 장치를 관리합니다. 실행 중지
되어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장치를 관리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그룹 및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자동으로 장치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클라우드에서 장치 관리를 클라우드
콘솔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장치 조직의 제어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만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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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니다. 그룹의 정책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계속해서 고급 정책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
니다.

• 장치 그룹 구조를 변경하면 변경 사항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적용되기까지 10분의 지연이 발생합
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작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복제의 작동 방식과 유사합
니다. 지연되는 동안 추가 토폴로지 변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 특수 문자 / \ * ? < > | : "가 포함된 그룹 또는 정책을 클라우드 콘솔에서 추가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러한 문자가 대시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이름을 Europe***(으)로 지정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 그룹의 레이블은 Europe---(으)로 지정됩니다.

• 14.3 이상 에이전트의 경우 클라우드 콘솔은 위치 인식을 지원합니다. 이전 에이전트 버전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에 여러 위치가 있고 각 위치에서 서로 다른 정책(공유 또는 비공유)을 사용하면 기본 위치
의 정책만 동기화되어 클라우드 콘솔의 해당하는 그룹에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다시 동기화된 후 클라우드 콘솔의 해당 그룹에 대한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해당하는 그룹에 포함된 모든 위치에 적용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메모리 악
용 완화 정책과 예외 정책에 모두 적용됩니다.

• 클라우드 콘솔은 IPv6를 통한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Pv6 네트워크를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등록하면 다음 오류가 나타납니다.
# ## ### ### #### # ###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 ### # ####. #### ### #### ## ######.

정책

• 클라우드에서는 14.0.1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책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4.0.1 이전 버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책 설정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예외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해당 예외 유형을 지원하면 예외가 버
전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은 모든 버전 14 클라이언트 이상에 적용됩니다.

• 클라우드에 기반하는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정책 상속 구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클라
우드에 정의된 상속 규칙을 따릅니다.

• 클라우드 콘솔에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 옵션 옆에 클라우드 아이콘이 표시됩
니다. 집중 보호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 정책은 14.0.1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러한 옵션을 재정의합니다.

• 클라우드 콘솔에서 처음으로 생성하고 할당하는 기본 클라우드 정책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v와 숫자(#)가 추가됩니다(예: ## MEM ## v1). 그런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등록을 취
소하고 다시 등록하면 추가 v#이 정책 이름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 MEM ## v1이 ## MEM ## v1 v1 또는 ##
MEM ## v1 v3이 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과 클라우드 콘솔 허용 목록 및 거
부 목록 정책 간의 차이점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ow does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Exceptions policy interact with the cloud console?(영문)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일부 클라우드 정책은 클라이언트 > 정책 탭의 목록에 표시됩니다. 클라우
드 아이콘은 해당 정책이 클라우드에서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Table 171: 클라우드 아이콘

아이콘 설명

클라우드 콘솔에서 그룹이 상위 항목의 정책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그룹에 직접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그룹이 상위 항목의 정책을 상속합니다.

일부 클라우드 콘솔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며 일부는 기존 정책의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에 따라 클
라이언트가 지원하는 정책이 결정됩니다. 정책을 해당 정책을 지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적용하는 경우 클라이언
트는 해당 정책을 무시합니다. 이 동작은 정책의 출처가 클라우드 콘솔이든지, 아니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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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이)든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클라우드 콘솔
이 제어하는 옵션 또는 전체 정책을 나타냅니다.

• 하이브리드 관리 클라우드 콘솔은 현재 Mac 또는 Linux 클라이언트를 제외하고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을 지원합니다.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클라우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거
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4.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한 클라우드 콘솔과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기능 비교

정책 상속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하위 장치 그룹이 상위 장치 그룹의 정책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하위 그룹 또는 하위 장치에 직접 정책
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실행 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4.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한 클라우드 콘솔과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Security
기능 비교

14.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한 클라우드
콘솔과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기능 비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클라우드 콘솔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PM) 모두에서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172: 기능 참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ymantec Endpoint Security

시작 페이지 홈 페이지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콘솔 기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안
내하는 첫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홈 페이지 대시보드 페이지
콘솔 대시보드에는 의심스러운 파일 탐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대시보드에는 KPI(주요 성능 지표) 표시줄과 함께 드릴다운 상세 내역이 있
는 인터렉티브 위젯(차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그룹
도메인에 대한 장치 마스터 옵션(클라우드에서 장치 관
리)이 실행되는 경우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여 클라이언
트 및 클라이언트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ctive Directory
또는 타사 API를 사용하여 장치를 관리하는 경우 이 옵션
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장치, 장치 그룹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려면 엔드포인트 > 통합 > 등록 > 클라
우드에서 장치 관리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그룹 생성 또는 삭제
와 장치 이동 또는 삭제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기능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Active Directory의 연동 방식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장치 및 장치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 클라우
드에 등록되어 있고 장치 마스터 옵션이 실행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그룹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장치 마스터 옵션을 실
행하면 그룹 구조가 클라우드에서 관리됩니다.

해당하는 구성이 없습니다. 정책 그룹
정책 상속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하위 그룹에
정책을 직접 적용하려는 경우 정책 상속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참고: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면 클라우드 콘솔에서 하위 그
룹에 직접 적용한 모든 MEM 정책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상속 설정에 관계없이 하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모든 위치에 적용됩니다.

정책 상속
클라우드 콘솔에서 정책 상속은 항상 실행됩니다. 그러나 하위 그룹에 정책
을 항상 직접 적용하여 상위 정책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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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및 리포트 페이지 알림 및 조사 페이지
알림 및 이벤트 보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두 보기 모두 향상된 상세 내역
이 포함된 드릴다운을 제공합니다.
기본 알림 규칙은 특정 알림이 트리거될 때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역
할 관리의 경우 관련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수신할 관리자를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알림 > 알림 규칙에서 사전 정의된 알림 규칙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기에서는 이벤트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사용 환경의 정책 조정 방법
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페이지에서는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역할
•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도메인 기반)
• 제한된 관리자(정책 기반)
클라우드 콘솔 관리자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역할
• 슈퍼 관리자
• 도메인 관리자
• 제한된 관리자
• 뷰어

콘솔 시간 만료
기본값은 1시간입니다. 시간 만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콘솔 시간 만료
시간 만료 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만료 값은 2시간입니다.

하트비트 옵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 변경 사항은 실시간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표에는 클라우드에 등록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과 각 정책을 지원하는 최소
클라이언트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버전 14.0.1과 14.1은 동일한 버전입니다. 14.0.1 버전의 Windows 클라이언트는 14.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릴리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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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3: 정책 기능 참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ymantec Endpoint Security

기본 제공 정책
다음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 방화벽 정책
• 장치 제어
• 침입 차단 정책
• LiveUpdate 정책
• 호스트 무결성 정책
• Bloodhound, SONAR 지능형 탐지, 다운로드 인사이
트 및 검사 작업을 제외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
단 정책 옵션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 시스템 잠금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됩니다.
다음 정책을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려면 엔드포인트 > 통합 > 등록 > 클라우드
에서 장치 관리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집중 보호 정책
• 시스템 정책(낮은 대역폭 옵션만 해당)
• 허용 목록 정책
• 거부 목록 정책
• MEM 정책
전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는 Symantec Endpoint Security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관리하지 않는 다음의 추가 정책을 관리합니다.
Quick reference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managed versus
Symantec Endpoint Security-managed features in ICDm(영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다운로드 인사이트,
Bloodhound 및 SONAR 설정
도메인이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된 경우 다음 설정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1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탐지 작업
• Bloodhound 설정
•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수준 슬라이더
• 다운로드 인사이트 사용 정도, 처음 발견한 날짜 및 인
트라넷 옵션

• SONAR 지능형 탐지, SONAR 통합 모드 및 SONAR
의심스러운 동작 설정

이러한 설정은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사용되며 도메
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14.1 이상의 클라이언트에서도
사용됩니다.
참고: 기본 집중 보호 차단 수준은 대부분 바이러스 및 스
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통합 Bloodhound 설정보다 종합적
이지 않습니다. 현재 정책에 Bloodhound가 최고 수준으로
지정된 경우 집중 보호 정책 수준을 올려야 할 수 있습니
다.

집중 보호 정책(14.0.1 이상)
도메인 등록 후 Windows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 설정
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집중 보호 정책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일부 기존 설정을 대체합니다.
• Bloodhound
• SONAR 지능형 탐지
• 다운로드 인사이트 옵션
• 검사 작업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다른 옵션에 대해 여전히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사용합니다.

예외 정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한 제외 항목은 물론이고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제
외 항목을 포함하는 단일 예외 정책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솔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클라우드 콘솔의 항목은 예외 정책 > 예외 목록에 나타납
니다.
도메인이 등록되면 클라우드 콘솔에서 지원되지 않는 유
형의 예외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How does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Exceptions policy interact with the cloud console?(영문)

허용 목록 정책(14.0.1 이상)
클라우드에서 생성하는 모든 허용 목록 정책은 도메인 등록을 취소해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표시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는 허용되거나 차단된 항목의 중앙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러한 모든 항목을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3 RU1에서 허용 목록 정책은 한국어로는 동일하지만 영어로는 Whitelist
정책에서 Allow List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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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정책
클라우드 콘솔의 거부 목록 정책은 검사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콘솔에서 거부된 항목은 예외 목록에 나
타납니다.

거부 목록 정책(14.0.1 이상)
클라우드에서 생성하는 모든 거부 목록 정책은 도메인 등록을 취소해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클라우드 콘솔에서 예외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은 현재 전체 예외 범위를 지원하지 않습니
다.

Note: 거부 목록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SONAR
기술을 사용하여 규칙을 적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의 한 유형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4.3 RU1에서는 차단 목록 정책이 거부 목록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해당 옵션이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낮은 대역폭
상태가 표시됩니다. 외부 통신 > 클라우드 설정에서 낮은
대역폭 옵션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낮은
대역폭 작동에 필요한 LiveUpdate AML 컨텐츠가 관리됩
니다.

시스템 정책(낮은 대역폭 옵션)(14.0.1 이상)
시스템 정책은 클라우드 내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해당하는 구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 대역폭 옵
션의 경우 정책이 작동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낮은 대역폭의 AML(고급 시스템 학습) LiveUpdate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기본값은 실행 중지입니다.

MEM(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여 이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MEM(악용 완화) 정책
• 전체 정책 기능의 경우 14.0 이상
• 기술별 구성의 경우 14.0.1 이상
•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14.2 RU1. 응용 프로그램 격리가 실행
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응용 프로그램 강화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 정책 옵션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옵션과 유사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과 클라우드 콘솔의 상
호 작용 방식
예외 정책이 클라우드 콘솔에서 작동되는 방식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지원하는 모든 예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후 클라우드 콘솔에서 원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은 예외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정책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정책의 이름은 거부 목록
정책과 허용 목록 정책입니다. 클라우드 정책이 지원하지 않는 예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에
유지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동기화하면 클라우드 기반 정책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SEPM 예외 정책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
시오. 이 정책에는 응용 프로그램 예외,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 및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가 포함됩니다. 클
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후 SEPM 예외 정책 내의 클라우드 기반 예외는 두 개의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가져온
SEPM 예외 정책(BL) 및 가져온 SEPM 예외 정책(WL)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거부 목록 정
책은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통해서만 생성되고 허용 목록 정책은 응용 프로그램 예외 및 도메인 예외를 통해 생성됩니다. 원
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EPM 예외 정책 내에는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가 유지됩니다. 클라우
드 콘솔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동기화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동일한 그룹에
할당된 세 가지 정책, 즉 SEPM 예외 정책, 가져온 SEPM 예외 정책(DL) v1및 가져온 SEPM 예외 정책(AL) v1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차단 목록 정책이 거부 목록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허용 목록 정책은 한국어로는 동
일하지만 영어로는 Whitelist 정책에서 Allow List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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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또한 클라우드 콘솔의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이 지원하는 작
업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의 허용 목록 정책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예외는 무시 작업만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의 거부 목록 정책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예외는 검역소 작업만 지원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에서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추가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하면 클라우드 콘솔의 정책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허용 목록 정책의 경우 로그만 작업은 무시 작업으로 변
환됩니다. 종료 및 제거 작업은 검역소에 보관 작업으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다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온 후 관리 서버는 클라우드 콘솔 정책의 작업을 유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예외 생성

클라우드 콘솔에서 지원되는 예외 및 지원되지 않는 예외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 콘솔은 다음 예외를 지원합니다.

거부 목록 정책:

• 해시(SHA-256)

허용 목록 정책:

• 인증서
• 파일 이름
• 도메인
• 해시
• 파일 경로
• 확장자
• IPS 호스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
책의 Windows 예외는 다음 정책 유형 및 예외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Table 174: Windows 예외 및 변환되는 클라우드 콘솔 예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 거부 목록 정책 허용 목록 정책

응용 프로그램 해시(SHA-256만 해당) 해시(SHA-256만 해당)
인증서 해당 없음 인증서
파일 > 보안 위험 요소/SONAR 해당 없음 파일 이름
폴더 > 보안 위험 요소/SONAR 해당 없음 경로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해당 없음 도메인

다음 Windows 예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에 유지되며 클라우드 콘솔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 확장자
• 파일 - 응용 프로그램 제어
• 폴더 - 응용 프로그램 제어
• 알려진 위험 요소
• 임의 변경 방지 예외
•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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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콘솔은 Linux 클라이언트 예외 또는 Mac 클라이언트 예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Linux 예외 항목 및 Mac 예
외 항목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에 유지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내보내는 체크섬의 .csv 파일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콘솔에 직접 예
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에는 시스템의 지정된 경로에 있는 각 실행 파일 또는 DLL에
대한 경로와 파일 이름 및 해당하는 체크섬이 포함됩니다.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을 참조하
십시오.

검사 유형별로 사용하는 Windows 예외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는 예외

Windows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예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제한이라고 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다음 클라이언트 제한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예외
• 파일 예외
• 폴더 예외 > 보안 위험 요소 예외/SONAR 예외
•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
• 인증서 예외

NOTE

또한 클라우드 기반 예외 정책이 제어하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이러한 예외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클라이언트 제한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 확장자 예외
• 알려진 위험 요소 예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유형 제한

클라우드 콘솔의 예외 정책 등록 및 동기화와 관련된 문제

• 거부 목록 정책 또는 허용 목록 정책은 원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에 거부 목록 정책 및 허
용 목록 정책이 지원하는 예외가 포함되는 경우에만 클라우드 콘솔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클라우
드 콘솔은 예외 정책을 무시합니다.

• 등록 후 할당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만 클라우드 콘솔과 동기화되고 다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가져오기가 수행됩니다. 할당되지 않은 정책은 클라우드에 기반하지 않는 예외 정
책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유지됩니다. 또한 할당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
외 정책에 거부 목록 예외 또는 허용 목록 예외가 없는 경우 해당하는 빈 거부 목록 정책 및/또는 빈 허용 목록 정책이 해
당 그룹에 대한 클라우드 콘솔에 생성됩니다.

• 등록 후 클라우드에 기반하지 않는 예외 정책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생성하고 할당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기반 예외만 포함되어야 하며 클라우드 기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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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거부 목록 또는 허용 목록 정책을 생성하고 할당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이 동기
화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가져오기가 수행됩니다.

• 클라우드 콘솔에서 생성한 예외 정책은 도메인 등록 취소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유지됩니다. 그
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정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그룹에서 할당이 취소됩니다. 이러한 정
책을 병합하거나 재할당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예외 정책을 클라우드 콘솔로 가져오고 해당 정책에 응용 프로그램 예외가 있
는 경우 예외가 가져오기 후 손실됩니다. 그런 다음 수동으로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클라우드 콘솔의 거부 목록 및 허용
목록 정책에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은 인증서 예외와 같은 기타 유형의 예외를 유지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 복제 파트너가 있는 사이트 등록
• 클라우드 포털에 사이트를 등록하는 방법
•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된 사이트 간의 복제 제거 및 복원
• 클라우드 포털에서 사이트의 복제 문제 해결

클라우드 콘솔에 사이트를 등록하는 방법

버전 14.2부터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된 한 사이트와 등록되지 않은 추가 사이트 간에 복제를 설정합니다. 하나의 사이트를
마스터 사이트로 등록합니다. 다른 모든 사이트는 마스터 사이트와 직접 복제하거나 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
이트 A가 마스터 사이트인 경우 사이트 A를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합니다. 사이트 A를 복제하도록 사이트 B와 사이트 C를
구성합니다. 또는 사이트 A를 복제하도록 사이트 B를 구성하고 사이트 B를 복제하도록 사이트 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175: 여러 복제 사이트를 등록하는 프로세스

태스크 설명

1단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하기 전에 두 사이
트를 복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 사이트를 등록하기 전에 정책, 그룹 및 로그 이벤트를 모두 복제합
니다.
클라우드에 마스터 사이트를 등록한 후에도 복제 파트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사이트에는 여러 파트너 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데이터 복제
사이트 개념 및 복제 작동 방식

2단계: 마스터 사이트를
등록합니다.

하나의 사이트를 마스터 사이트로 선택하고 등록하여 등록 및 정책 생성과 같은 추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관리 서버가 여러 개 있는 사이트의 경우 관리 서버 중 하나만 등록하면 됩니다. 추가 관리 서버가 있으면 자동
으로 등록됩니다.
두 번째 사이트, 즉 파트너 사이트는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단계: 동기화가 수행되
기를 기다립니다.

등록된 마스터 사이트와 클라우드 콘솔이 동기화되면 마스터 사이트에서 다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Bridge 서비스가 모든 관리 서버에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단, 브리지 서비스는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하는
데 사용한 관리 서버에서만 활성화됩니다.

• 마스터 사이트가 보고 이벤트를 클라우드 콘솔과 동기화합니다.
• 마스터 사이트는 이 사이트에 연결되지 않은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룹, 장치, 정책, 로그 이벤트, 클라
이언트 패키지 및 정의를 업로드합니다.

• 마스터 사이트는 클라우드 콘솔에서 정책, 로그 및 명령을 수신하고 이 데이터를 이 사이트와 통신하는 클
라이언트에 즉시 전달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후 발생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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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4단계: 마스터 사이트와
파트너 사이트를 복제합
니다.

두 사이트가 동일한 등록 데이터를 갖도록 복제를 예약합니다. 복제가 수행되면 파트너 사이트에 다음 이벤트
가 발생합니다.
• 파트너 사이트는 마스터 사이트의 복제 일정에 따라 클라우드 콘솔에서 컨텐츠를 수신합니다. 그런 다음
파트너 사이트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 파트너 사이트는 마스터 사이트에서 등록 상세 내역을 가져옵니다. 해당 상세 내역은 클라우드 페이지 >
문제 해결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파트너 사이트의 관리 서버는 브리지 서비스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트너 사이트는 클라우드 콘
솔과 직접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복제를 위한 두 번째 사이트 설치 방법
5단계: (선택 사항) 그룹
및 장치의 제어를 클라
우드 콘솔로 전환합니
다.

기본적으로 복제되지 않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하면 클라우드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그룹 구조를 관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제된 사이트를 등록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그룹 구조를 관리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마스터인 경우 마스터 사이트에서 그룹 및 정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파트너 사이트에 복제됩니다.

• 클라우드 콘솔을 마스터로 만들려면 먼저 파트너 사이트와 복제를 실행합니다. 이 복제를 통해 파트너 사
이트에 추가한 그룹과 정책을 클라우드 콘솔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제어를 클라우드 콘솔로 전환하려면 클라우드 콘솔의 설정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등
록에서 등록한 후 장치 관리 옵션을 실행합니다.

복제된 파트너에서는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설정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된 사이트 간의 복제 제거 및 복원

마스터 사이트와 파트너 사이트 간의 파트너 관계를 제거하면 클라우드 콘솔과의 관계도 제거됩니다.

마스터 사이트와의 파트너 관계를 복원하려면 기존 복제 파트너 추가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의 파트너 사이트를 개별 사이트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Symantec Cyber Defense
Manager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마스터 사이트와의 파트너 관계를 복원하려면 파트너 사이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
다. 그런 다음 마스터 사이트에서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파트너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NOTE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너 사이트를 개별 사이트로 유지하고 마스터 사이트에 대한 복제를 복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전/후에 복제 실행 중지 및 복제 복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재설치 또는 재구성

클라우드 콘솔에서 사이트의 복제 문제 해결

마스터 사이트 등록 및 복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복제 이벤트를 찾으십시오.
마스터 사이트에서 시스템 로그 > 관리 로그 유형을 열고 복제 이벤트 이벤트 유형을 찾습니다.
로그 보기

• 파트너 사이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파트너 사이트에 등록 상태가 등록됨으로 표시됩니다.
연결 상태와 같은 다른 필드는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등록 정보를 표시하려면 클라우드 페이지 > 문제 해결을 누릅니다.

낮은 대역폭 환경의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낮은 대역폭 모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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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상에서 낮은 대역폭 모드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환경을 위한 옵션입니다.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SONAR 및 IPS 컨텐츠를 자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됨
•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이 느림

낮은 대역폭 클라이언트는 업데이트를 자주 수신하지 않습니다. 시만텍은 낮은 대역폭 컨텐츠를 1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합
니다. 낮은 대역폭 모드에서는 통합 모드 정책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고급 시스템 학습을 사용하는 방법

낮은 대역폭 옵션을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해야 합니다. 낮은 대역폭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 콘솔의 기본 시스템 정책(14)(Default System Policy (14))에서 낮은 대역폭 모드를 실행하십시오.
• LiveUpdate가 낮은 대역폭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낮은 대역폭 컨텐츠 다운로드

• 낮은 대역폭 컨텐츠를 받는 클라이언트 그룹을 생성하십시오.
낮은 대역폭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룹 생성

낮은 대역폭 모드를 실행하면 기본 보기 및 보호 기술 보기의 클라이언트 탭에 낮은 대역폭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낮은 대역
폭 컨텐츠 배포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대역폭 모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리포트 실행

클라우드에서 낮은 대역폭 모드 실행

낮은 대역폭 모드는 클라우드 콘솔의 시스템 정책에서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1. Symantec Endpoint Security 콘솔에서 엔드포인트(Endpoint) > 정책(Policies) > 기본 시스템 정책(14)(Default
System Policy (14))으로 이동하십시오. 평가판 버전 또는 구매 버전의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2. 낮은 대역폭 모드에서 실행(Run in low Bandwidth Mode)을 설정합니다.
3. 정책 저장을 누르십시오.

에 낮은 대역폭 컨텐츠 다운로드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고급 시스템 학습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되고 실행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컨텐츠가 실행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역폭 컨텐츠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관리 > 로컬 사이트 > 사이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2. LiveUpdate 탭을 눌러 선택한 후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 옆에 있는 선택 변경을 누르십시오.
3. 고급 시스템 학습 옆의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확인 > 확인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LiveUpdate 컨텐츠 정책에 낮은 대역폭 컨텐츠를 포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정책 > LiveUpdate로 이동한 후 낮은 대역폭이 실행된 클라이언트가 포
함된 그룹에 할당되는 정책을 편집하십시오.

1. LiveUpdate 컨텐츠를 누르고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을 두 번 누르십시오.
2. Windows 설정에서 보안 정의를 누르십시오.
3. 클라우드 콘솔에서 장치를 누르고 내 회사에 하위 그룹을 추가하십시오.
4. 고급 시스템 학습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확인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낮은 대역폭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룹 생성

1. 클라우드 콘솔에서 장치를 누르고 내 회사에 하위 그룹을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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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그룹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 클라우드 콘솔에서 장치 관리를 실행하십시오(설정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등록). 추가할 수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그룹을 추가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동기화를 사용하는 경우 Active Directory를 통해 그룹을 추가하십시오.

2. 이전에 낮은 대역폭에 대해 구성한 그룹에 시스템 정책을 적용하십시오. 장치 그룹에서 정책 적용을 누르고 시스템 정책
을 추가한 후 제출을 누르십시오.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이전에 구성한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이 생성된 그룹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한 정책 상속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에만 적용되며 클라우드 콘솔 장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그룹이 동기화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역폭 모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리포트 실행

리포트를 실행하여 낮은 대역폭 컨텐츠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리포트 > 빠른 리포트를 누른 후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 리포트 유형: 시스템 상태
– 리포트 선택: 낮은 대역폭 컨텐츠 배포

2. 시간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추가 설정을 누르십시오.
3. 리포트 생성을 누르십시오.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프로세스는 등록 취소되는 도메인의 클라이언트 그룹과 클라이언트를 클라우드에서 제거합니다. 연결된 모든 정
책은 관련 이벤트와 함께 클라우드 콘솔에 남아 있습니다.
ICDm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 취소한 후에는 더 이상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클라우드 콘솔에서 장치 관리
• 장치의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확인
• 장치 및 장치 그룹에 클라우드별 정책을 적용하여 보호

등록 취소 프로세스 중에는 클라우드 콘솔에 통지가 표시되며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그룹 생성, 그룹 삭제, 그룹 간 장치 이동 등 장치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능 수행
• 장치 또는 장치 그룹에 정책을 적용하는 등 정책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능 수행
• 현재 도메인의 등록 취소가 완료되기 전에 새 도메인 등록

NOTE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려면 엔드포인트 콘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Creating an administrator account(영문)

등록 취소 후 클라우드 콘솔에서 알림, 이벤트 및 정책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을 등록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Endpoint Security 클라우드 콘솔에서 엔드포인트 > 통합으로 이동하십시오.

2. 등록 탭에서 도메인 등록 상태 > 등록됨 확인란을 선택하고 등록 취소를 선택하십시오.

3.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등록 취소 -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등록 취소하려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 등록 취소 및 제거 -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등록 취소하고 발견된 모든 장치
및 파일 정보를 삭제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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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 상자에 등록 취소를 입력하여 작업을 확인하십시오.

5. 도메인 등록 취소를 선택하십시오.

NOTE

일반적으로 등록 취소를 완료하는 데는 2시간이 걸립니다.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14.1 이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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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가상 인프라에 제공하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 및 Virtual Image Exception 기능을 사용
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실행하려면 일부 설치 및 구성 태스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Table 176: 가상 인프라 기능 및 용도

기능 및 용도 설명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여 깨
끗한 것으로 알려진 파일 검사 생략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파일을 추적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해당 파일
을 재검사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검사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모든 종류의 가상 인프라를 사용하는 가상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여 검사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Note: 14.0부터 vShield 실행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
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이미
지 파일 검사 생략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하면 기본 이미지 파일을 안전한 것으로 표시하고 검사 시 이
파일을 건너뛰도록 하여 검사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는 가상 환경에서만 실행됩니다.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

비영구적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기
능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는 비영구적 가상 클라이언트임을 나타내기 위한 구성
설정이 있습니다. 비영구적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의 오프라인 GVM에 대해 별개의 에이징 기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지정된 시간보다 오랫동안 오
프라인 상태로 유지된 비영구적 GVM 클라이언트를 제거합니다.
비영구적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용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보호 기능은 일반적으로 가상 인프라에서도
실제 인프라에서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가상 인프라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실제 인프라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면 가상 인프라에서 성능이 향상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 파일이 캐시에 추가됩니다. 동일한 바이러스 정의 버전을 사용하는 이후의 검사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있
는 파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예약 및 수동 검사에만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독립적인 웹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응답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최신 컨텐츠를 통해 파일을 검사하여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 후
응답을 캐시에 제출합니다. 파일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파일에 대한 응답 수가
응답 수 한계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파일을 정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다른 클라이언트가 동일
한 파일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는 먼저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조회합니다. 파일이 현재 컨텐츠에 대해 정상
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해당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전송하면 캐시는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 컨텐츠의 버전을 확
인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최신 컨텐츠가 없으면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응답을 무시합니다. 새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으면 새
컨텐츠가 알려진 최신 컨텐츠가 되고 공유 Insight가 응답 수를 1로 다시 설정합니다.

 535



 

캐시 크기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제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가장 오
래된 캐시 항목, 즉 가장 오래된 시간 스탬프가 있는 캐시 항목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캐시 크기가 메모리 사용
량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사용자 정의

가상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용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기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위협 요소 검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디스크 I/O 및 CPU의 리소스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와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모두에 대해 Virtual Image
Exception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NOTE

실제 환경에서는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 사용

가상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용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
까?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여 검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Table 177: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 및 사용하는 태스크

단계 태스크

1단계: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하십시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치 및 제거

2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바이
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책에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
도록 가상 클라이언트를 실행
하십시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사용 실행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한 후 선택적으로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대한 모든 서비스, 캐시 또는 로그 설정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사용자 정의

• 로그에서 관련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이벤트 보기

• Windows 성능 관리자를 사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성능 카운터 모니터링

 536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버는 독립 실행형 실제 또는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Microsoft SQL Server와 같은 고가용성 서버 응용 프로그램 또는 기타 데이터베이스 응
용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시스템에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가상 인프라에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Table 178: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설명

소프트웨어 • Windows Server 2003(12.1~12.1.4 버전만 해당)
• Windows Server 2008 이상
• Windows Server 2012 및 Windows Server 2012 R2(12.1.5 버전부터 해당)
• Windows Server 2016

(14.2 MP1부터)
• Windows Server 2019

(14.2 MP1부터)
• .NET Framework 4

CPU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전용 서버 또는 가상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메모리 최소 2GB
사용 가능한 디
스크 공간

최소 100MB

공유 인사이트 캐시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치 및 제거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치 및 제거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와 Windows 관리자로 로그인했는
지 확인하십시오. 독립 실행형 실제 또는 가상 시스템에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하고 실행하십시오.

NOTE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할 서버의 호스트 이름에 DBCS 또는 high-ASCII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해
당 서버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에도 DBCS 또는 high-ASCII 문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
한 문자를 사용할 경우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파일에서 Tools/Virtualization/SharedInsightCache 폴더로 이동하십시
오.

2. 다음 파일을 두 번 눌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

SharedInsightCacheInstallation.msi

NOTE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동일한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msiexec /i SharedInsightCacheInstallation.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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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치 마법사 창에서 다음을 누르십시오.

4. 시만텍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십시오.

5. 대상 폴더 창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다음을 눌러 공유 인사이트 캐시의 기본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 변경을 누르고 다른 대상 폴더를 찾아서 선택한 후 확인, 다음을 차례로 누르십시오.

6.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창에서 다음과 같은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캐시 사용량(물리적 메모리의 %) 캐시의 최대 크기.
캐시가 이 한계값을 초과하면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캐시를 제거합니다.

수신 포트 서버가 수신 대기하는 포트.
상태 수신 포트 서버가 서버에 대한 상태를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

7. 설치를 누르십시오.

8.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마침을 누르십시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사용자 정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제거하는 것은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 중지 및 시작

NOTE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제거하려면 프로그램 추가/제거와 같은 적절한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하십시오. 공유 인
사이트 캐시를 제거하려면 Windows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제거할 때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실행 중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실행 중지하면 클라이언트가 캐시에 연결할 수 없을 때마다 Windows
이벤트 로그가 통지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차단됩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사용 실행
네트워크를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경우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기본적으로 인증 및
SS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을 SSL을 사용하는 기본 인증이나 SSL을 사용하지 않는 기본 인증으
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사용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해당하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열고 기타를 누르십시
오.

2. 공유 인사이트 캐시 탭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선택하십시오.

3. 구성 파일에서 SSL 인증을 실행한 경우 SSL 필요를 누르십시오.

4. 호스트 이름 상자에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한 호스트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5. 포트 입력란에 공유 인사이트 캐시의 포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6.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인증을 구성한 경우

• 사용자 이름 입력란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선택 사항).
• 암호 변경을 눌러서 기본 암호(null)를 인증을 위해 생성한 암호로 변경하십시오(선택 사항).
암호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필드를 비워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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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을 누르십시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사용자 정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치한 후 구성 파일에서 관련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은 .NET Framework 응용 프로그램 구성 표준을 따르는 XML 파일입니다. 잘못된 XML, 잘못된 값 유형 또는 필요
한 값 누락과 같은 잘못된 구성이 있는 경우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onfiguration Editor Tool(SvcConfigEditor.exe)(영문)

다음 표에서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Table 179: 공유 인사이트 캐시 구성 옵션

옵션 및 기본값 설명 및 주석

Cache 서비스 수신
포트
기본값은 9005입니
다.

서비스가 수신 대기하는 포트. 수신 포트는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출할 때, 그리고 클라이언
트가 파일을 검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을 수행할 때 사용됩니다.
포트 범위가 0 - 65535 사이에 있지 않으면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포트에서 수신 대기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endpoint address="http://localhost:9005/1"

                  

                

기본적으로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버는 모든 IP 주소에서 수신 대기합니다. HTTP 또는 HTTPS 서비스의 수신 IP
주소를 구성하려면 Netsh.exe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버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수정한 IP
수신 대기 목록의 IP 주소에서 수신 대기합니다.
Netsh.exe는 Windows Server 2008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onfiguring HTTP and HTTPS(영문)

상태 서비스 수신 포
트
기본값은 9006입니
다.

서버가 서버에 대한 상태를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 상태 수신 포트는 구성 섹션에 지정된 포트에 SOAP 기
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관리자가 캐시 서버에 대한 정보 및 상태를 조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범위가 0에서 65535 사이가 아니면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포트에서 수신 대기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응답 수
기본값은 1입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파일이 깨끗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수.
값은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값이 15보다 크면 서버가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cache.configuration vote.count="1" />

제거 크기
기본값은 10입니다.

캐시가 메모리 사용량 한도에 도달하면 캐시에서 제거할 메모리 사용량(%).
값은 10에서 100 사이여야 합니다. 값이 10에서 100 사이가 아닌 경우 서버는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Note: 기본 제거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prune.size="10" />

메모리 사용량
기본값은 50입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캐시 제거를 시작하기 전의 캐시 크기 백분율.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mem.usage="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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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및 기본값 설명 및 주석

로그 파일
기본값은
install_folder/
CacheServer.log입
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파일.
<filevalue="CacheServer.log" />

로그 수준
기본값은 ERROR입
니다.

ALL
DEBUG
INFO
WARN
ERROR
FATAL
실행 중지
OFF 값은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메시지를 기록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level value="ERROR" />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이벤트 보기
로그 크기
기본값은 10000입니
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로그를 롤오버할 때 기준이 되는 로그 크기 단위(바이트).
<maximumFileSizevalue="10000" />

로그 백업
기본값은 1입니다.

가장 오래된 로그를 삭제하기 전에 유지할 롤오버된 로그 수.
0 값은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백업을 유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음수 값은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백업을 무제
한으로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maxSizeRollBackupsvalu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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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및 기본값 설명 및 주석

SSL 실행
인증 실행

기본적으로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인증과 SSL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SSL을 사용하는 기본 인증, SSL
을 사용하여 인증 안 함 또는 SSL을 사용하지 않는 기본 인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webHttpBinding>

<bindingname="CacheServerBinding">

<!--

      Uncomment the appropriate section to get 

      the desired security.

      If enabling ssl modify the uri to use https. 

      A cert will also have to be installed and 

      registered for the ip/port.

-->

<!-- Basic authentication with SSL.-->

<security mode="Transport">

<transport clientCredentialType="Basic"/>

</security-->

<!-- No authentication with SSL.-->

<security mode="Transport">

<transport clientCredentialType="None"/>

</security-->

<!-- Basic authentication with no SSL.-->

<security mode="TransportCredentialOnly">

<transport clientCredentialType="Basic"/>

</security-->

<!-- No authentication with no SSL. DEFAULT -->

<securitymode="None">

<transportclientCredentialType="Basic"/>

</security>

</binding>

</webHttpBinding>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사용 실행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다음 파일을 찾아 여십시오.

C:\Program Files (x86)\Symantec\Shared Insight Cache
\SharedInsightCacheInstallation.exe.config

기존 설치의 경우 이 파일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필요에 따라 수정하십시오.

3.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파일을 닫으십시오.

4.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를 재시작하십시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로그 수준을 제외한 모든 구성 설정의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 중지 및 시작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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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 중지 및 시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서비스를 재시
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어 관리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제거하는 것은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를 중지하고 시작하려면 Windows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관련 문제 해결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이벤트 보기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파일을 열어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생성하는 모든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은 설
치 폴더에 있고 이름은 CacheServer.log입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로그를 인쇄합니다.

[|] %thread | %d{MM/dd/yyyyHH:mm:ss} | %level | %logger{2} | %message [-]%newline

예:

[|] 4 | 12/15/2010 10:51:37 | INFO | CacheServerService.Service | Started service [-]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사용할 로그 수준을 지정하려면 구성 파일을 수정하십시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수준에서는 설정 가능한 수준을 설명합니다.

Table 180: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수준

로그 수준 설명

실행 중지 OFF는 인시던트가 기록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FATAL FATAL 메시지의 경우 사용자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중지되는 원인이 되는 오류입

니다.
예를 들어 FATAL 메시지는 서버 IP 주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실행할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
다.

ERROR ERROR 메시지의 경우 사용자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프로세스는 계속 실행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실패 또는 기능 상
실을 일으키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또한 FATAL 메시지에 대한 모든 로그 항목도 수신됩니다.
이 수준은 기본 로그 수준입니다.

WARN WARN 메시지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패를 일으키지 않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 동작을 나타냅니다.
또한 FATAL 메시지 및 ERROR 메시지에 대한 모든 로그 항목도 수신됩니다.

INFO INFO 메시지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동작을 확인하거나 문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목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메시지에서 캐시 제거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문자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
다. 동작만 기록합니다.
또한 FATAL 메시지, ERROR 메시지 및 WARN 메시지에 대한 모든 로그 항목도 수신됩니다.

DEBUG
ALL

DEBUG 및 ALL 로그 수준 메시지는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로그 수준은 기술 지원부에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다른 모든 로그 수준에 대한 모든 로그 항목도 수신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만 로그 수준을 높이십시오. 로그 수준을 높이면 로그 파일의 크기가
매우 커집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기본 로그 수준을 ERROR로 되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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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Installation folder/CacheServer.log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성능 카운터 모니터링
Windows 성능 모니터에서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의 성능 카운터를
보려면 해당 서비스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Table 181: 공유 인사이트 캐시 통계

통계 설명

캐시의 항목 수 이 숫자는 캐시에 있는 항목의 현재 개수를 나타냅니다.
캐시에서 정상으로 응답된 항목 수 이 숫자는 캐시에서 정상으로 응답된 항목의 현재 개수를 나타냅니다.
캐시 요청 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에 대해 만들어진 캐시 요청 수.

이 수에는 200 응답을 수신한 유효한 요청 수만 포함됩니다. 이 카운터는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유
지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요청 수 서비스에 대해 만들어진 업데이트 요청 수.
이 수에는 200 응답을 수신한 유효한 요청 수만 포함됩니다. 이 카운터는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유
지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성능 카운터를 모니터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명령 메시지 표시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perfmon

2. 성능 창에서 그래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시오.

3. 카운터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4. 성능 개체 드롭다운 목록에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선택하십시오.

5. 보려는 카운터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십시오.

6. 닫기를 누르십시오.

선택한 공유 인사이트 캐시 카운터가 성능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Windows 성능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Windo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유 인사이트 캐시 관련 문제 해결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공유 인사이트 캐시 관련 문제 해결
공유 인사이트 캐시 문제 해결에서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 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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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2: 공유 인사이트 캐시 문제 해결

문제 설명/해결

캐시 결과 관련 문제 발생 서비스를 재시작하십시오.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비스 중지 및 시작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결과
없음" 응답을 반환함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캐시 조회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결과 없음 응답을 반환합니다. 클라이
언트가 캐시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결과 없음은 파일을 검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Note: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캐시 업데이트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공 응답을 반환합니
다. 왜냐하면 실패가 발생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 트래픽 관련 문제로 의
심되는 문제

HTTP 트래픽 오류 로그를 보십시오. HTTP 트래픽 오류는 다음 위치에 기록됩니다.
%Windir%\System32\Logfiles\HTTPERR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로그 이벤트 보기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성능 카운터 모니터링

기본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 사용
가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기본 이미지에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기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위협 요소 검사를 우회하여 디스크 I/O에 대한 리소스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VDI에서 CPU 검사 프로세스 성능도 개선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와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모두에 대해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 사용을 지원합니다.

NOTE

비가상 환경에서는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 183: 기본 이미지에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단계 작업

1단계 기본 이미지에서 모든 파일에 대한 전체 검사를 수행하여 파일이 정상인지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한 경우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을 복구 또는 삭제하여 검역소에서 해당 항목을 제거해야 합니다.
복구된 파일, 백업 파일 및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기 지정

2단계 클라이언트의 검역소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 삭제

3단계 명령줄에서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실행하여 기본 이미지 파일을 표시하십시오.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 실행
vietool

4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기능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가 검사를 실행할 때 확인할 파일과 건너뛸 표시된 파일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본 이미지 파일 검사를 우회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5단계 기본 이미지에서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제거하십시오.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는 고정, 로컬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또한 NTFS(New Technology File System) 표준을 준수
하는 파일을 지원합니다.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는 VMware ESX, Microsoft Hyper-V 및 Citrix XenDesktop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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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는 지원되는 가상 환경 중 하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 12.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WARNING

클라이언트 버전이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 버전과 같아야 합니다.

요구 사항 및 지원 플랫폼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기본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 사용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 실행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시스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WARNING

클라이언트 버전이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 버전과 같아야 합니다.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설치 파일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도구 폴더에서 다음 파일을 기본 이미지로 다운로드하십시오.

/Virtualization/VirtualImageException/vietool.exe

2. 관리 권한을 사용하여 명령 메시지 표시를 여십시오.

3. 올바른 인수를 지정하고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vietool c: --generate

vietool

기본 이미지 파일 검사를 우회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기본 이미지 파일에 대해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실행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Virtual
Image Exception 사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실행된 후에는 가상 클라이언트가 도구에서 삽입한 속성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해당 속성이 포함된 기본 이미지 파일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자동 보호 검사 또는 관리자 정의 검사(예: 수동 검사 또는 예약 검사)에 대해 변경되지 않은 기본 이미지 파일의 검사를 우
회할 수 있습니다.

Virtual Image Exception을 사용하여 기본 이미지 파일 검사를 우회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구성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적절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여십시오.

2. 고급 옵션에서 기타를 누르십시오.

3. 가상 이미지 탭에서 실행하려는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기본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 사용

비영구적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용
가상 환경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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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4: 비영구적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사용하기 위한 태스크

단계 설명

1단계: 기본 이미지를 설정하십
시오.

비영구적 가상 클라이언트임을 나타내도록 기본 이미지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를 구성합니다.
VDI의 비영구적 게스트 가상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미지 설정

2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오프
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VDI 클라
이언트에 대한 별개의 삭제 간
격을 구성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지정된 기간보다 오랫동안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
된 비영구적 GVM 클라이언트를 제거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GVM을 더욱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VDI의 비영구적 게스트 가상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미지 설정
기본 이미지를 설정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사용하여 비영구적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의 GVM(게스
트 가상 시스템)을 더욱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185: 비영구적 GVM에 대한 기본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한 태스크

단계 설명

1단계: 기본 이미지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설치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2단계: 레지스트리를 수정할 수
있도록 관리 서버에서 임의 변
경 방지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임의 변경 방지 설정 변경

3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비영
구적 가상 클라이언트의 라이센
스 수를 올바르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영구적 클라이언트의 이점은 오프라인 상태인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는 배포된 라이센스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태인 클라이언트만 계산됩니다. 가상 클라이언트를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로 표시하려면 기본 이미지에서 레지스트리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에 대한 라이센스 수 관리 방법

4단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임의
변경 방지를 다시 실행하십시
오.

임의 변경 방지 설정 변경

기본 이미지 설정을 완료한 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비영구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별개의 삭제 간격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시간이 지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오래된 클라이언트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클라이언트는 30일 동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기본적으로 30일마다 오래된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오래된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를 삭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은 경우 별개의 간격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별개의 간격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가상 클라이언트는 오래된 물리적 클라이언트가 삭제되
는 것과 동일한 간격으로 삭제됩니다.

온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는 배포된 라이센스 수에 포함되지만 오프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는 포함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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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에 대한 라이센스 수 관리 방법

오프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를 필터링하여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보기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의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2. 도메인 트리에서 원하는 도메인을 누르십시오.

3. 태스크에서 도메인 속성 편집을 누르십시오.

4. 도메인 속성 편집 > 일반 탭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은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확인란을 선
택하고 일 값을 원하는 숫자로 변경하십시오.

오프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에 대한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지정된 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삭제하십시오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확인을 누르십시오.

비영구적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용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에 대한 라이센스 수 관리 방법
관리 서버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온라인인지 또는 오프라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각 라이센스 수를 계산합니다. 가상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온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클라이언트의 라이센스 수만 계
산합니다. 오프라인 상태의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행 중인 클라이언트 수보다 사용자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가상 클라이언트를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로 설정하십시오.

가상 클라이언트를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로 표시하려면 기본 이미지에서 레지스트리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에 대한 라이센스 수를 관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임의 변경 방지를 실행 중지한 후 기본 이미지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여십시오.

임의 변경 방지 설정 변경

2. 다음 레지스트리 키 중 하나로 이동하십시오.

• 32비트 시스템: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
• 64비트 시스템: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MC\

3. ###라는 이름의 새 키를 생성하십시오.

4. 가상화 하위 키에서 IsNPVDIClient라는 DWORD 키 유형을 생성하고 값 1을 할당하십시오.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VDI의 비영구적 게스트 가상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미지 설정

vietool
vietool
vietool -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 실행

구문
vietool.exe volume:  --generate|clear|verify|hash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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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vietool 명령은 속성을 추가하여 지정한 볼륨에서 기본 이미지 파일을 표시합니다.

옵션
--generate

지정한 볼륨의 모든 파일에 대해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실행합니다. 이 옵션은 --clear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vietool c: --generate

--verify
Virtual Image Exception이 지정한 볼륨의 모든 파일에 대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옵션은 --clear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vietool c: --verify

--clear
지정한 볼륨의 모든 파일에 대해 Virtual Image Exception을 제거합니다.
예: vietool.exe c: --clear
특정 파일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지정하십시오. vietool.exe c:\Users\Administrator\target.file --
clear
볼륨 식별자 대신 전체 경로를 사용하여 단일 파일 또는 폴더의 내용에서 Virtual Image Exception을 지울 수 있습
니다. 한 명령줄에는 파일 이름, 폴더 이름 또는 볼륨 식별자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generate,
--verify 또는 --hash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ear 명령을 실행한 후에는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hash
지정한 볼륨의 모든 파일에 대한 해시 값을 생성합니다.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에서는 해시를 사용하여 이후 검사에서 로컬 파일이 제외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파일
해시를 별도로 계산하여 검사 결과를 저장하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로 보냅니다. 이 옵션은 --clear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vietool.exe c: --generate --hash

--volume arg
도구가 검사할 볼륨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clear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볼륨을 지정해야 하며 volume 플래그를 사
용하여 지정하거나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를 사용한 예 vietool.exe --volume c: --generate,
단독으로 지정한 예 vietool.exe c: --generate.

--verbose
프로그램 실행 정보를 최대한 콘솔에 출력합니다.

--stop
도구에서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하면 중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도구는 콘솔에 오류를 출력하고 계속합니다.

--help
도움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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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문제 해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문제 해결 방법

해결 가능한 일반적인 문제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설치 및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186: 해결 가능한 일반적인 문제

태스크 설명

설치 문제 해결 Symantec Diagnostic Tool(SymDiag)을 다운로드 및 실행하여 시스템이 설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도구는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도움말을 통해 시만텍 지원 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SymDiag(Symantec Diagnostic Tool)로 시스템 문제 해결
설치 실패 지점 식별

바이러스 출현에 대처 위협 요소가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 차단 및 처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제거
위협 요소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공격하는 경우 이 위협 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Virus removal and troubleshooting on a network(영문)

컨텐츠 업데이트 문제 해
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최신 바이러스 정의가 올바르게 업데이트되
지 않는 경우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Troubleshoot LiveUpdate and definition issues with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LiveUpdate Troubleshooting Flowchart(영문)

통신 문제 해결 통신 채널은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구성 요소 간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채널에는 서
버-클라이언트, 서버-데이터베이스와 LiveUpdate 등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컨텐츠 전송 구성 요소가 포함됩
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콘솔 또는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 문제 해결
Best Practices and Troubleshooting for Group Update Providers(영문)

재해 복구 수행 데이터베이스 손상 또는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최
신 스냅샷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데이터베이스의 공간 확
보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너무 커지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보고 문제 해결 다양한 리포트 및 로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고 문제 해결

복제 문제 해결 Replication Troubleshooting Flowchart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

SEP 및 SES가 시만텍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허용된 URL(허용 목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과 클라이언트(Symantec Agent)는 특정 URL로 통신하여 라이센스 인증, 의심스러운
파일의 샘플 제출, 온-프레미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클라우드 콘솔과의 통신 등 여러 기능을 수행
합니다. 사용 환경에서 하나 이상의 프록시를 사용하여 필요한 트래픽을 시만텍 서버로 리디렉션하는 경우 이러한 URL을
허용해야 합니다.

SEP 및 SES가 시만텍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허용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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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Diag(Symantec Diagnostic Tool)로 시스템 문제 해결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
및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유틸리티를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도구는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 알려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도구가 문제를 파악한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소스로 연결해 줍니다.
•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 도구를 사용하여 이후의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원 센터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참조: Download the Symantec Diagnostic Tool (SymDiag) to detect Symantec product issues(영문)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도움말 > Symantec Diagnostic Tool 다운로드를 누
르십시오.

2.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설치 실패 지점 식별
Windows Installer 및 배포 전송 마법사가 생성하는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로그 파일에는 성공적으로 설치된 구성 요소 목록 및 설치 패키지와 관련된 다양한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
다.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설치 실패의 원인이 된 구성 요소나 작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실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로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만텍 기술 지원 그룹에서 요청하면 보내 주십시오.

NOTE

설치 패키지를 실행할 때마다 로그 파일을 덮어쓰면서 작성됩니다.

1. 텍스트 편집기에서 설치 시 생성된 로그 파일을 여십시오.

2. 오류를 찾아보려면 다음 항목을 검색하십시오.

Value 3

이 항목이 포함된 행보다 앞에 수행된 작업이 실패의 원인이 된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항목 뒤에 표시된 행은 설
치 실패로 인해 롤백된 설치 구성 요소입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클라이언트와 서버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먼저 네트워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한 후에
시만텍 기술 지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의 통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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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7: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확인

확인 사항 해결책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
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
었는지 확인

클라이언트에서 문제 해결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이 파일을 통해 통신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 연결 확인
클라이언트에서 문제 해결 파일을 사용하여 보호 문제 조사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의 연결 테스트

몇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여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로그를 실행 및 확인하여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지 확인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에 ping을 수행합니다.

ping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에 대한 연결 테스트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에 연결합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연결 테스트

관리 서버가 올바른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재설치한 경우 올바른 서버 인증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관리 서버가 다른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는 컨텐츠를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
트가 컨텐츠를 읽을 수 없습니다. 관리 서버가 잘못된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또는 복원
서버 인증서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유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관리 서버가 잘못된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작업 표시줄에 녹색 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통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되는지 여부 확인

•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정책 업데이트를 수신하지 않습니다.
• 클라이언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표시가 관리 서버에 나타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지
확인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지 보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의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대해 ping 또
는 텔넷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DNS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라우팅 경로를 확인합니다.
• 관리 서버에 네트워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또는 타사 방화벽)이 네트워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합니
다.

클라이언트에서 디버그
로그를 확인

클라이언트의 디버그 로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통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디버그 로그 확인
관리 서버에서 받은 편지함 로그 확인

손실된 클라이언트 통신
복구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통신이 끊긴 경우 도구를 사용하여 통신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복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로깅 오류 또는 HTTP 오류 코드가 표시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mmunication Troubleshooting(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 연결 확인
관리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관리 서버에 대한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클라
이언트가 연결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시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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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태 페이지에서 도움말 > 문제 해결을 누르십시오.

2. 문제 해결 대화 상자에서 연결 상태를 누르십시오.

3. 연결 상태 창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연결과 마지막으로 성공한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리 서버와의 연결을 다시 설정하려면 지금 연결을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문제 해결 파일을 사용하여 보호 문제 조사
클라이언트 문제를 조사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Troubleshooting.txt 파일을 살펴보면 됩니다.
Troubleshooting.txt 파일에는 정책, 바이러스 정의 및 기타 클라이언트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시만텍 기술 지원부에서 Troubleshooting.txt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클라이언트에서 문제 해결 파일을 내보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를 여십시오.

2. 클라이언트에서 도움말 > 문제 해결을 누르십시오.

3. 관리 창의 문제 해결 데이터에서 내보내기를 누르십시오.

4.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기본 문제 해결 파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누르십시오.

파일을 바탕 화면이나 원하는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Troubleshooting.txt를 열어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액세스 로그를 실행 및 확인하여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지 확인
관리 서버에서 Apache HTTP 서버 액세스 로그를 보면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연결 문제가 네트워크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에는 방화벽 차
단 액세스 또는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Apache HTTP 서버 액세스 로그를 실행해야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NOTE

로그는 CPU 리소스 및 하드 디스크 공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므로 로그를 본 다음에는 실행 중지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NOTE

기본 SEPM_Install 설정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1. Apache HTTP 서버 액세스 로그를 실행하려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SEPM_Install\apache\conf\httpd.conf 파
일을 여십시오.

2. httpd.conf 파일에서 다음 텍스트 문자열의 해시 표시(#)를 제거하고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CustomLog "logs/access.log" combined

3.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비스 및 Apache HTTP 서버를 중지하고 재시작하십시오.

관리 서버 서비스 시작 및 중지

Apache 웹 서버 중지 및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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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ache HTTP 서버 액세스 로그를 보려면 관리 서버에서 SEPM_Install\apache\logs\access.log 파일을 여십
시오.

5. 클라이언트가 Apache HTTP 서버에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찾아보십시
오.

6. Apache HTTP 서버 액세스 로그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Apache 웹 서버 중지 및 시작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하면 Apache 웹 서버가 설치됩니다. Apache 웹 서버는 자동 서비스로 실행
됩니다. 웹 서버를 중지했다 재시작하여 Apache HTTP 서버 액세스 로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를 실행 및 확인하여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지 확인

1. Apache 웹 서버를 중지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net stop semwebsrv

2. Apache 웹 서버를 시작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net start semwebsrv

ping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에 대한 연결 테스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에 ping을 수행하여 연결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ping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십시오.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예:

ping name

여기서 name 부분은 관리 서버의 시스템 이름입니다. 시스템 이름 대신 서버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이름을 사용해도 명령이 서버의 올바른 IP 주소를 반환합니다.

ping 명령이 올바른 주소를 반환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의 DNS 서비스와 해당 라우팅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연결 테스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
용하면 연결 또는 네트워크 문제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자체의 문제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리 서버 간의 연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이 녹색 점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 연결 확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
한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웹 브라우저(예: Internet Explorer)를 여십시오.

2. 브라우저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http://SEPMServer:8014/secars/secars.dll?hello,secars

여기서 SEPMServer 부분은 관리 서버의 DNS 이름, NetBIOS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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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에는 IPv4 및 IPv6이 포함됩니다. IPv6 주소는 다음과 같이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http://
[SEPMServer]:## ##

3. 웹 페이지가 나타나면 결과가 다음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OK라는 단어가 표시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 OK라는 단어가 표시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네트워
크 연결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의 DNS 서비
스와 해당 라우팅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디버그 로그 확인
클라이언트에서 디버그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의 통신에 문제가 있으면 이 로그에 연결 문
제에 대한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디버그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도움말 및 지원 메뉴의 문제 해결 대화 상자에서 디버그 로그 설정 편집을 누르고 로그의 이름을 입력하십
시오.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 클라이언트에서 디버깅을 실행하기 위해 Windows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레지스트리 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smc_debuglog_on

관리 서버에서 받은 편지함 로그 확인
관리 서버의 받은 편지함 작업에 대한 로그를 생성하기 위해 Windows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레지
스트리 키를 수정하면 관리 서버가 로그(ersecreg.log 및 exsecars.log)를 생성합니다. 이 로그를 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통
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디버그 로그 확인

관리 서버에서 받은 편지함 로그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관리 서버의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M에서 DebugLevel
값을 3으로 설정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받은 편지함은 관리 서버 시스템의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SEPM_Install\data\inbox\log

기본 SEPM_Install 설정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2. 메모장에서 로그를 여십시오.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복원
Sylink.xml 파일에는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 간 통신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
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 통신이 손실되면 기존의 Sylink.xml 파일을 새로운 Sylink.xml 파일로 바꾸어야 합니다. SylinkDrop
도구는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Sylink.xml 파일을 새로운 Sylink.xml 파일로 바꿉니다.

NOTE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재배포하여 Sylink.xml 파일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수가 많아 시스템에 물리
적으로 쉽게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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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를 새로운 도메인 또는 관리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이동합니다.
• 관리 서버에서 수정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통신 중단 지점을 복원합니다.
• 한 서버의 클라이언트를 복제 파트너가 아닌 다른 서버로 이동합니다.
• 한 도메인의 클라이언트를 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합니다.
•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로 변환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다량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신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및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문제 해결

Windows용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콘솔에서 관리 서버에 연결된 그룹의 통신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연결할 서버로 내보내십시오. 통신 파일은

Sylink.xml 파일입니다.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 내보내기

2. 통신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복사하십시오.

이 파일을 네트워크 위치에 저장하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동식 미디어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Broadcom Download Center에서 다운로드한 전체 제품 설치 파일에서 Tools\SylinkDrop\SylinkDrop.exe를
찾으십시오.

• 관리 서버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Version.Number\Bin\SylinkDrop.exe를 찾으십시오.

도구를 원격으로 실행하거나 저장한 다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옵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려면 \Tools\SylinkDrop 폴더에서 Readme 파일을 누르십시오.

4. Sylink Drop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누르고 2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배포한 .xml 파일을 찾아보십시오.

5. Sylink 업데이트를 누르십시오.

6.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7. Sylink Drop 대화 상자에서 종료를 누르십시오.

Symantec Agent for Linux 문제 해결
아래 표에서 Symantec Agent for Linux(14.3 RU1 이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 설명

에이전트의 상태 확인 에이전트의 버전과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모듈이 로드되었고 데몬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
usr/lib/symantec으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status.sh

에이전트 패키지의 버전 확인 /usr/lib/symantec으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versio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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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로그 보기 다음 위치에서 Symantec Agent for Linux 로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AMD 로그 -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var/log/sdcsslog/amdlog
• CAF 로그 - 서버, 등록, 명령, 이벤트 등과의 통신과 같은 에이전트 작업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var/log/sdcss-caflog/
• 에이전트 로그 - 에이전트 작업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var/log/sdcsslog/SISIDSEvents*.csv
• CVE 로그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및 에이전트 간의 통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
다.
/var/log/sdcss-caflog/cve.log

zip 파일에 로그 수집 GetAgentInfo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모든 로그 파일을 고객 지원에 보낼 수 있는 ZIP 파일로 수집
할 수 있습니다.
1. Symantec Agent for Linux 14.3 RU1 시스템에 로그인하십시오.
2. /opt/Symantec/sdcssagent/IPS/tools/로 이동하십시오.
3. ./getagentinfo.sh를 루트로 실행하십시오.
4. ZIP 파일이 /tmp/ 디렉터리에 생성됩니다.
이 파일의 이름은 20201208_184935_0001_CU_mihsan-rhel8.zip과 유사합니다.
-out <directory>를 사용하면 생성된 ZIP 파일의 위치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VE 로깅 수준 변경 기본 CVE 로깅 수준은 info입니다.
/opt/Symantec/cafagent/bin/log4j.properties 파일에서 로깅 수준을 ebug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변경한 후에는 cafagent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AMD 로깅 수준 변경 기본 AMD 로깅 수준은 info입니다.
/opt/Symantec/sdcssagent/AMD/system/AntiMalware.ini 파일에서 로깅 수준을
##, ## 또는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변경한 후에는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콘솔 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 문제 해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 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증상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서버 서비스(semsrv)가 중지됩니다.
• 관리 서버 서비스가 시작됨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 홈, 모니터 및 리포트 페이지에 HTTP 오류가 표시됩니다.
• 홈, 모니터 및 리포트 페이지가 비어 있습니다.
• 홈, 모니터 및 리포트 페이지에 내용이 표시되지 않고 계속 로드 진행률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Windows 이벤트 로그에 Java -1 오류로 표시됩니다. Java -1 오류의 특정 원인을 찾으려면 scm-server
로그를 찾아보십시오. scm-server 로그는 기본적으로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SEPM_Install\tomcat\logs\scm-server-0.log

기본 SEPM_Install 설정은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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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8: 콘솔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확인

확인 사항 설명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서버 간의 연결을 테
스트하십시오.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올바르게 통신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확인

관리 서버 힙 크기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
오.

관리 서버의 원격 콘솔에 로그온할 수 없는 경우 Java 힙 크기를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scm-server 로그에 메모리 부족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힙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termining the default settings for the network sizes
that you select during installation of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영문)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서버가 여러 버전의 PHP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관리 서버가 다른 버전의 PHP를 사용하여 여러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실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HP는 전역 구성 파일(php.ini)을 확인합니다. 구성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제
품이 자체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제품이 연결된 올바른 버전의 PHP를
사용하면 관리 서버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 및 관리 서버가 모두 최소 또는 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시스템 요구 사항은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확인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올바르게 통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서버와 데
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Table 189: 데이터베이스 연결 확인

데이터베이스 유형 수행할 단계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14.3 RU1 이상)

• SQL Server Express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 sqlserver.exe 프로세스가 TCP 포트 2638에서 수신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 ODBC 연결을 테스트하십시오.

내장 Sybase 데이터베이스
(14.3 MP1 이하)

• 시만텍 내장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 dbsrv9.exe 프로세스가 TCP 포트 2638을 수신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 ODBC 연결을 테스트하십시오.

원격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 및 구성할 때 명명된 인스턴스를 지정했는지 확인하십
시오.

• SQL Server가 실행 중이고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관리 서버와 SQL 데이터베이스 간의 네트워크 연결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ODBC 연결을 테스트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작 메뉴에서 Microsoft SQL Server 2017을 확장하고 SQL Server 2017 구성 관리자를 누르십시오.
2. SQL Server 구성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SQL Server 네트워크 구성을 확장하고 SQLEXPRESS에 대한 프로토콜 인스
턴스를 선택하십시오.
TCP/IP 필드는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TCP/IP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십시오.
4. IP 주소 탭에서 IPAll 카테고리로 스크롤하십시오. TCP 포트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 2638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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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관리 서버 시스템에서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를 차례로 누르십시오.
2. 관리 도구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원본(ODBC)을 두 번 누르십시오.
3. ODBC 데이터 원본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시스템 DSN을 누르십시오.
4. 시스템 DSN 탭에서 SymantecEndpointSecurityDSN을 두 번 누르십시오.
5. ODBC 탭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드롭다운 목록이 SymantecEndpointSecurityDSN인지 확인하고 선택적인 설명을 입
력하십시오.

6. 로그인을 누르십시오.
7. 로그인 탭의 사용자 ID 입력란에 dba를 입력하십시오.
8. 암호 입력란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이 암호는 관리 서버를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입력했던 암호입니다.

9.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십시오.
10.데이터베이스 탭의 서버 이름 입력란에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servername\instancenam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영어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값 sem5를 입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서
버 이름 입력란을 비워두십시오.

11. ODBC 탭에서 연결 테스트을 누르고 연결이 성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2.확인을 누르십시오.
13.확인을 누르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관리 서버 시스템에서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를 차례로 누르십시오.
2. 관리 도구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원본(ODBC)을 두 번 누르십시오.
3. ODBC 데이터 원본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시스템 DSN을 누르십시오.
4. 시스템 DSN 탭에서 SymantecEndpointSecurityDSN을 두 번 누르십시오.
5. 서버 드롭다운 목록에서 올바른 서버와 인스턴스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6. 다음을 누르십시오.
7. 로그인 ID에는 sa를 입력하십시오.
8. 암호 입력란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이 암호는 관리 서버를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입력했던 암호입니다.

9. 다음을 누르고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sem5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다음을 누르십시오.
11.마침을 누르십시오.
12.데이터 원본 테스트를 누르고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 ######.

클라이언트 및 서버 통신 파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설정과 기타 클라이언트 설정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파일에 저장됩니다.

Table 190: 클라이언트 파일

파일 이름 설명

SerDef.dat 통신 설정을 위치별로 저장하는 암호화된 파일. 사용자가 위치를 변경할 때마다 SerDef.dat 파일을 읽고 해당 위치에
알맞은 통신 설정을 클라이언트에 적용합니다.

sylink.xml 전체 통신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 파일은 내부 전용으로 사용되며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파일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편집하면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할
때 관리 서버의 설정이 대부분의 설정을 덮어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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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 설명

SerState.dat 클라이언트 화면 크기,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에 대한 클라이언트 콘솔 표시 여부, Windows 서비스 표시 여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암호화된 파일. 클라이언트가 시작되면 이 파일을 읽어서 중단되기 이
전과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보고 문제 해결
리포트를 사용할 경우 다음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리포트와 로그의 시간 스탬프(예: 클라이언트 검사 시간)는 사용자의 로컬 시간으로 지정됩니다. 리포트 데이터베이스는
GMT(그리니치 표준시)로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리포트를 생성할 때 GMT 값이 리포트를 보는 시스템의 로컬 시간으로
변환됩니다.

•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다른 표준 시간대에 있는 경우 특정 날짜 설정 필터 옵션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의 데이터 및 시간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서버의 표준 시간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콘솔에서 로그오프한 다음 다시 로그온하여 로그와 리포트에 표시되는 시간
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경우에 따라 리포트 데이터가 보안 제품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 일대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리포트 소
프트웨어에서 보안 이벤트를 집계하는 데 따른 현상입니다.

• 리포트 기능에 SSL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SSL은 기밀성, 데이터의 무결성 및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조 문서: Enabling SSL communications between 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nd its clients(영문)

• 리포트의 위험 요소 카테고리 정보는 시만텍 보안 연구소 웹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이 정보를 불러올 수 있기 전까지는 생성하는 모든 리포트의 위험 요소 카테고리 필드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 생성한 리포트는 네트워크에 있는 위험에 노출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포트는 Windows 레지스
트리 데이터가 아닌 로그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됩니다.

•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된 리포트를 실행할 때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만료 시간 매개 변수를 변
경해 보십시오.
리포트 및 로그 검토를 위해 만료 시간 매개 변수 변경

• CGI 또는 작업 종료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만료 시간 매개 변수를 변경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EPM Reporting does not respond or shows a timeout error message when querying large amounts of
data(영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에서 루프백 주소 사용을 실행 중지한 경우에는 보고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루프백 주소 사용이 실행 중지된 경우 보고 페이지에 액세스

리포트 및 로그 검토를 위해 만료 시간 매개 변수 변경
데이터 용량이 큰 리포트나 로그를 볼 때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연결 만료 시간 변경
• 데이터베이스 명령 만료 시간 변경

제한 시간 매개 변수의 보고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제한 시간은 300초(5분)입니다.
• 명령 제한 시간은 300초(5분)입니다.

1. Reporter.php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료 시간 값을 변경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다음 기
본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Php\Include\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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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장과 같은 일반 텍스트 편집기로 Reporter.php 파일을 여십시오.

3. $CommandTimeout 및 $ConnectionTimeout 줄을 찾아 값을 늘리십시오(초 단위). 두 줄이 없으면 새로 생성하십시
오. 예를 들어 만료 시간을 10분으로 늘리려면 해당 항목을 다음 값으로 변경하십시오.

$CommandTimeout = 600;

$ConnectionTimeout = 600;

?> 문자 앞에 이러한 새 줄을 추가하십시오.

4. Reporter.php 파일을 저장하고 닫으십시오.

NOTE

0으로 지정하거나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설정이 사용됩니다.

CGI 또는 작업 종료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를 변경해 보십시오.

• Php.ini 파일의 max_execution_time 매개 변수
• httpd.conf 파일의 Apache 만료 시간 매개 변수(FcgidIOTimeout, FcgidBusyTimeout 및 FcgidIdleTimeout)

5. Php.ini에서 max_execution_time 매개 변수를 변경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다음 기본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Php

6. Php.ini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십시오.

7. 일반 탭에서 읽기 전용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8. 확인을 누르십시오.

9. 메모장과 같은 일반 텍스트 편집기로 Php.ini 파일을 여십시오.

10. max_execution_time 항목을 찾아 값을 늘리십시오(초 단위). 예를 들어 만료 시간을 10분으로 늘리려면 해당 항목을
다음 값으로 변경하십시오.

max_execution_time=600

11. Php.ini 파일을 저장하고 닫으십시오.

12. Php.ini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십시오.

13.일반 탭에서 읽기 전용을 선택하십시오.

14.확인을 누르십시오.

15. httpd.conf에서 아파치 만료 시간 매개 변수를 변경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에서 다음 기본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apache\conf

16.메모장과 같은 일반 텍스트 편집기로 httpd.conf 파일을 여십시오.

17.다음 항목을 찾아 값을 늘리십시오(초 단위).

• FcgidIOTimeout 1800
• FcgidBusyTimeout 1800
• FcgidIdleTimeout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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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ttpd.conf 파일을 저장하고 닫으십시오.

루프백 주소 사용이 실행 중지된 경우 보고 페이지에 액세스
시스템에서 루프백 주소 사용을 실행 중지한 경우에는 보고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로그온하거나 리포트 기능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리포트 구성 요소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홈, 모니터 및 리포트 페이지에 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정책, 클라이언트 및 관리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작동합니
다.

루프백 주소가 실행 중지된 경우 리포트 구성 요소를 가져와 표시하려면 localhost라는 글자에 시스템의 IP 주소를 연결해
야 합니다. Windows 호스트 파일을 편집하여 localhost에 IP 주소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실행형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기능 로그온

Windows를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localhost에 IP주소를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호스트 파일이 있는 위치로 디렉터리를 이동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호스트 파일은 %SystemRoot%\system32\drivers\etc에 있습니다.

2. 편집기를 사용하여 호스트 파일을 여십시오.

3. 호스트 파일에 다음 행을 추가하십시오.

IPAddress  localhost   #to log on to reporting functions

여기서 IPAddress 부분은 사용하는 시스템의 IP 주소로 바꾸십시오. 파운드 기호(#) 다음에 원하는 주석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92.168.1.100 localhost # 이 항목은 내 콘솔 시스템의 IPv4임

2001:db8:85a3::8a2e:370:7334 localhost # 이 항목은 내 콘솔 시스템의 IPv6 주소임

IPv6은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닫으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실행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Power Eraser에서는 심하게 감염된 Windows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합 검사 및 분석이 제공됩니다.
Power Eraser 분석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중요한 파일에 플래그를 지정할 때도 있습니다. Power Eraser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보다 더 많은 오탐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WARNING

시스템에 불안정이 보이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등의 긴급 상황에서만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합니다. 일반
적으로 단일 시스템이나 소규모 시스템 그룹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합니다. 동시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 이벤트가 Power Eraser 분석 실행을 알립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Power Eraser 사용과 SymDiag 도구 로컬 사용의 차이점

Windows 클라이언트의 관리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Power Eraser를 실행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시스
템의 사용자는 SymDiag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해당 도구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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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Diag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Power Eraser 탐지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에 표시되지 않습니
다.

•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면 Power Eraser는 SymDiag 도구가 검사하는 사용자별 로드 포인트, 등록 및 폴더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NOTE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고 동시에 로컬로 SymDiag 도구에서 실행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
으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Power Eraser는 많은 양의 시스템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또한 시스템에서 Power Eraser를 여러 번 실행할 경우 Power
Eraser 파일은 많은 양의 시스템 공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각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Power Eraser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저장하는 파일에 탐지 정보를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로그를 삭제하면 해당 파일이 삭
제됩니다.

Power Eraser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와 다른 점

Power Eraser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기적인 검사와 다릅니다.

• Power Eraser는 전체 검사와는 달리 시스템의 모든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Power Eraser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 및
설치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로드 포인트와 로드 포인트 디스크 위치까지 검사합니다.

• Power Eraser 탐지는 검역소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Power Eraser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보다 우선합니다. Power Eraser를 실행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이 진행 중인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를 취소합니다.
• Power Eraser는 자동으로 탐지를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검사 로그 또는 위험 요소 로그에서 탐지 목록을 검토하고 해당
로그에서 작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탐지를 제거하거나 탐지를 안전한 것으로 표시(수행 작업 없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거된 탐지를 복원(실행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Power Eraser는 일반 모드 또는 루트킷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루트킷 모드를 사용하려면 검사를 실행하기 전에 재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Power Eraser 탐지를 제거하는 경우 교정을 완료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수행하는 상위 수준의 단계 개요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는 경우 두 가지 상위 수준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 하나의 시스템 또는 소규모 시스템 그룹에서 Power Eraser 분석 시작 오탐지의 가능성 때문에 Power Eraser는 모든 탐
지를 자동으로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 위험 요소 로그 또는 검사 로그를 사용하여 Power Eraser 탐지를 검토하고 Power Eraser이 위협으로 파악되는 모든 탐
지를 제거하도록 직접 요청하십시오. 또한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탐지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는 방법 및 콘솔 설정을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에 관한 워
크플로를 검토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할 때 수행할 태스크

Power Eraser에 영향을 미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정책 설정 개요

다음은 Power Eraser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설정입니다.

• 사용자 작업을 위한 검사 설정
사용자가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 모든 Power Eraser 분석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사용자는 Power Eraser를 일시 중지하거나 유휴 상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Windows 시스템에서 검사 진행률을 보고 검사와 상호 작용하도록 허용

• 예외 정책
Power Eraser는 파일, 폴더, 알려진 위험 요소, 응용 프로그램 및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등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예외 항목을 인정합니다. Power Eraser는 확장자 예외 항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 로그 보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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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가 로그에 표시되는 한 Power Eraser 탐지에 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이벤트는 14일간 제공됩니다. 로그 보유 설정을 수
정하거나 이벤트 만료 후에 다른 검사를 실행하고 로그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 재시작 옵션
루트킷 탐지 모드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면 루트킷 분석에 대한 재시작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재
시작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Power Eraser 탐지를 제거하기로 하면 시스템에서 그룹 재시작 설정을 사용합니다. Power
Eraser는 루트킷 재시작 설정을 사용하여 교정을 재시작 및 완료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 평판 조회
Power Eraser는 파일을 검사하고 파일에 대해 결정할 때 클라우드의 Symantec Insight 서버를 사용합니다. 평판 조회를
실행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인사이트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Power Eraser는 Symantec Insight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ymantec Insight가 없으면 Power Eraser가 탐지한 항목 수가 적어지고 탐지 항목이 오탐지일 가능성
이 커집니다. 위협 요소 탐지를 위한 인사이트 조회 허용 옵션이 실행되면 평판 조회가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
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가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ymantec Insight를 사용하여 파일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

• 제출
바이러스 차단 탐지 옵션이 실행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Power Eraser 탐지에 대한 정보를 Symantec
에 전송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SymDiag(Symantec Diagnostic Tool)로 시스템 문제 해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서 Power Eraser를 실행
해야 할 때 수행할 태스크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 로그에 복원 실패가 표시되고 Power Eraser 실행을 권장하면 Power Eraser 분석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제거할 수 없는 맬웨어 또는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WARNING

Power Eraser를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이 분석은 공격적이며 오탐지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TE

Power Eraser는 루트킷 탐지 기능이 없거나 있는 두 가지 모드 중 하나에서 실행됩니다. 루트킷 탐지 분석을 이용
하려면 재시작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루트킷 탐지를 통해 Power Eraser를 실행하려면 재시작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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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할 때 수행할 태스크

태스크 설명

Power Eraser를 실행하도록 관리
자 권한 설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려면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Power Eraser 분석 시작
•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루트킷 탐지 없이 Power Eraser 실행 시 필요)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로그 보유 정책 설정 로그 보유 설정은 Power Eraser로 재조정 및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데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작업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로그 보유 설정을 수정할 수 있
습니다. 또는 Power Eraser를 다시 실행하여 로그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로그 보유 설정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기타 옵션의 일부입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로그 처리 및 통지 설정 수정

클라이언트의 인터넷 연결 확인 잠재적 위협 요소를 결정하는 데 Power Eraser가 Symantec Insight 평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인터넷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간헐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액세스는 Power Eraser가 Symantec Insight를 사용할 수 없음
을 의미합니다. Symantec Insight가 없으면 Power Eraser가 탐지한 항목 수가 적어지고 탐지 항목
이 오탐지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서 Power Eraser 분석 시작

Power Eraser를 일반 모드에서 실행할 것인지 루트킷 모드에서 실행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여러 장소에서 Power Eraser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 클라이언트 페이지
• 시스템 상태 로그
• 위험 요소 로그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Power Eraser를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Power Eraser는 SymDiag 도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
이언트 사용자가 도구를 실행하는 경우 Power Eraser 탐지에 포함되는 최종 로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Power Eraser 분석 시작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해당 명령에 대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간편한 보기를 위해 Power Eraser
명령만 표시되도록 로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Power Eraser를 실행한 후에 검사 로그 또는 위험 요소 로그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로그에
는 검사 결과가 보류 중인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Power
Eraser 명령 또는 작업 취소

Power Eraser 명령을 취소하려면 명령 상태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재시작 메시지가 표시된 이후에는 루트킷 모드에서 실행 중인 Power
Eraser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시작 후 사용자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통해 시스
템 사용자가 검사를 취소할 경우 Power Eraser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ower Eraser 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교정 또는 실행 취소 작업을 포함하여 Power Eraser 분석과 관
련된 보류 중인 모든 작업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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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설명

로그에서 Power Eraser 탐지 보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다음 로그에서 Power Eraser 탐지를 볼 수 있습니
다.
• 검사 로그
검사 로그에는 Power Eraser 결과만 표시하도록 하는 검사 유형 필터가 있습니다. 또한 보기
에는 검사 결과가 보류 중인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필터링된 보기에서 탐지를 선택하여 Power
Eraser 탐지 보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로그
위험 요소 로그에서는 Power Eraser 탐지와 유사한 필터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 로그
에는 검사 결과가 보류 중인지 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상태 로그
시스템 상태 로그에는 감염된 항목 열에 보고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
세 내역 아이콘은 재조정할 수 없는 모든 현재 위협 요소를 표시하는 리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
다. 이 리포트에는 로그에만 해당하는 탐지와 해결되지 않은 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
포트에서는 일부 시스템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Power Eraser 아이콘은 관리자 작업이 필요한 시스템의 모든 Power Eraser 탐지를 보여 주는
리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진단 상태 열에도 표시됩니다.

로그 보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Power
Eraser 실행을 권장하는 알림 확인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일반적인 검사로 감염을 복원할 수 없고 Power Eraser 사용이 권장되면 알림
을 받게 됩니다. 모니터 > 알림 페이지에서 Power Eraser 권장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보기 및 승인

명령 상태 페이지에서 Power
Eraser 탐지 보기

명령 상태 페이지에서 Power Eraser 탐지에 대한 리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세 내역 아이콘이 완료 상태 열에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은 Power Eraser 분석 시작 명령
과 기타 검사 명령을 통해 수행된 탐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리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령 상태 상세 내역 옵션에서는 특정 검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벤트 상세 내역 아이콘을
눌러 특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탭에서 Power Eraser
탐지 보기

클라이언트 페이지의 클라이언트 탭에서 Power Eraser 탐지에 대한 리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정보가 제공되면 리포트 아이콘이 진단 상태 열에 표시됩니다. 이벤트 상세 내역 아이콘은 재조정
할 수 없는 모든 현재 위협 요소를 표시하는 리포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포트에는 모든 Power
Eraser 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ower Eraser 아이콘은 관리자 작업이 필요한 시스템의 모든 Power Eraser 탐지를 보여 주는 리포
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시스템 상태 로그에도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검사 로그 또는 위험 요
소 로그에서 Power Eraser 탐지를
재조정 또는 복원

다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검사와는 달리 Power Eraser는 탐지된 위협 요소를 자동으로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Power Eraser 분석은 통합적이며 많은 오탐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에
교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교정 작업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재조정한 Power Eraser 탐지를 실행 취소(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Power Eraser 탐지에 응답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Power Eraser 분석 시작
Power Eraser를 실행하여 단일 시스템 또는 소규모 시스템 그룹에서 지속적인 위협 요소를 분석 및 탐지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Power Eraser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탐지하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위협 요소인지 파악합니다.
Power Eraser는 자동으로 위험 요소를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위협 요소로 파악된 위험 요소를 재조정하려면 직접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위협 요소나 다른 보호 기능이 탐지하는 위협 요소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할 수
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Power Eraser는 탐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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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할 때 수행할 태스크

Power Eraser 탐지에 응답

NOTE

루트킷 모드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재시작 옵션 메시지가 표시되면 관리자나 사용
자가 Power Eraser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시작 후 사용자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을 통해 사용자
가 검사를 취소할 경우 Power Eraser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Power Eraser 분석을 시작하려면 클라이언트 페이
지의 클라이언트 탭에서 분석하려는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여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태스크에서 시스템에서 명령 실행을 누른 다음 Power Eraser 분석 시작을 누르십시오.

3. Power Eraser 선택 대화 상자에서 Power Eraser를 루트킷 모드에서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루트킷 모드
에서는 재시작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시작 옵션을 설정하고 루트킷 검사를 실행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4. 확인을 누르십시오.

Power Eraser는 선택한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모니터 페이지의 명령 상태 탭에서 해당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Power Eraser 분석을 시작하려면 콘솔의 사이드바에
서 모니터를 누르고 로그 탭을 선택하십시오.

6. 로그 유형 목록 상자에서 시스템 상태 로그를 선택한 다음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7. Power Eraser를 실행할 시스템을 선택하고 명령 드롭다운 상자에서 Power Eraser 분석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8. 시작을 누르십시오.

9. Power Eraser 선택 대화 상자에서 Power Eraser를 루트킷 모드에서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루트킷 모드
에서는 재시작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시작 옵션을 설정하고 루트킷 검사를 실행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10.확인을 누르십시오.

Power Eraser는 선택한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명령 상태 탭에서 해당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위험 요소 로그에서 Power Eraser 분석을 시작하려면 콘솔의 사이드바에서
모니터를 누르고 로그 탭을 선택하십시오.

12.로그 유형 목록 상자에서 위험 요소 로그를 선택한 다음 로그 보기를 누르십시오.

13. Power Eraser를 실행할 위험 요소를 선택하십시오. 이벤트 작업 열에 Power Eraser를 실행하라는 알림이 표시될 수 있
습니다.

로그에서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4.작업 드롭다운 또는 작업 열에서 Power Eraser 분석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15.시작을 누르십시오.

16. Power Eraser 선택 대화 상자에서 Power Eraser를 루트킷 모드에서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루트킷 모드
에서는 재시작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시작 옵션을 설정하고 루트킷 검사를 실행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17.확인을 누르십시오.

Power Eraser는 선택한 위험 요소로 감염된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명령 상태 탭에서 해당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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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Eraser 탐지에 응답
통합 탐지 기능이 오탐지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Power Eraser는 검사하는 동안 탐지를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탐지를 검토하고 교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로그에서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정을 선택하는
경우 Power Eraser는 탐지와 관련된 파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로그가 삭제될 때까지 제거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보유 정책은 Power Eraser 이벤트를 사용 가능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는 14일간 제공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할 때 수행할 태스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Power Eraser 탐지에 응답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Power Eraser 분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스템 상태 로그에는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검사 로그에는 Power Eraser가 분석을 마쳤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2. 위험 요소 로그나 검사 로그 > 탐지 보기 페이지에서 작업에 적용할 하나의 탐지 또는 여러 개의 탐지를 선택하십시오.

•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보류 중인 관리자 작업)으로 표시된 특정 위험 요소 옆에서 작업 열의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
십시오.

•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보류 중인 관리자 작업)으로 표시된 여러 개의 위험 요소를 선택한 다음 작업 드롭다운 메뉴
에서 해당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Power Eraser가 탐지한 위험 요소 삭제
시스템에서 제거하여 위험 요소를 재조정합니다. Power Eraser는 복원할 수 있는 안전한 백업 파일을 저장합니다.

• Power Eraser가 탐지한 위험 요소 무시
탐지를 검토했고 위험 요소 재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 승인합니다.

NOTE

이 작업은 관리 콘솔 로그에서만 이벤트 작업을 “관리자에 의한 수행 작업 없음”으로 변경합니다. 이 승인
으로 클라이언트의 해당 이벤트 작업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로그 보기는 이벤트 작업을 계
속 “분석 대기 중”으로 표시합니다.

4.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작업을 선택한 경우 적용을 누르십시오.

Power Eraser가 탐지한 위험 요소 무시를 선택한 경우 이제 탐지는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수행 작업 없음)으로 표시됩니
다.

Power Eraser가 탐지한 위험 요소 복원 작업을 선택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제거됨)으로 표시된 제거된 탐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Table 192: Power Eraser 탐지 상태 요약

탐지 상태 설명

보류 중인 관리자 작업 Power Eraser는 위험 요소를 잠재적 위협 요소로 탐지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Power
Eraser가 위험 요소를 재조정해야 하는지 위험 요소를 승인하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복원됨 관리자가 Power Eraser로 위험 요소를 재조정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이동된 모든 파일을 복원했
습니다.

삭제됨 관리자는 Power Eraser가 위험 요소를 재조정 및 삭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Power Eraser가 위험
요소를 삭제하면 위험 요소와 관련된 파일이 삭제되지만 복원할 수 있는 안전한 백업 복사본이 만
들어집니다. 나중에 위험 요소가 아니라고 결정한 삭제된 위험 요소를 복원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로그 이벤트가 삭제될 때까지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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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상태 설명

관리자에 의한 수행 작업 없음 관리자는 Power Eraser가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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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클라이언트 기능 비교, 도구, 명령줄 옵션, 타사 설치 도구에 대한 참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클라이언트 기능 비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포함된 도구, 클라이언트 명령줄 옵션, 타사 도구를 사
용한 Windows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랫폼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 플랫폼 기반 클라이언트 보호 기능
• 플랫폼 기반 관리 서버 기능
• 플랫폼 기반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
• 플랫폼 기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설정
• 플랫폼별 침입 차단 정책 및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 설정
• 플랫폼 기반의 LiveUpdate 정책 설정
•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 설정(이전의 통합)
• 플랫폼 기반의 예외 정책 설정
• 플랫폼 기준 장치 제어 차이점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종속성(12.1.x ~ 14.x)

플랫폼 기반 클라이언트 보호 기능

Table 193: 플랫폼 기반 클라이언트 보호 기능

클라이언트 기능 Windows Mac Linux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예 예 예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침
입 차단 및 방화벽)

• 메모리 악용 완화(버전 14에
서는 일반 악용 완화로 소개
됨)

예 • 방화벽(14.2부터)
• 침입 차단(12.1.4부터)

Mac용 침입 차단에서는 사용
자 정의 시그니처가 지원되
지 않습니다.

아니요

위협 요소 사전 차단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 SONAR

예 장치 제어만(버전 14부터) 아니요

호스트 무결성 예 아니요 아니요
기타 차단
• 시스템 잠금
• 임의 변경 방지

예 아니요 아니요

응용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 잠금 및 장치 제어

호스트 무결성 작동 방식

플랫폼 기반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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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4: 플랫폼 기반 관리 기능

관리 기능 Windows Mac Linu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원
격으로 클라이언트 배포
• 웹 링크 및 이메일
• 원격 강제 설치
• 패키지 저장 예 예

예(웹 링크 및 이메일, 패키지 저
장만 해당)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에 대해 명령 실행

• 검사
• 컨텐츠 업데이트
• 컨텐츠 업데이트 및 검사
• Power Eraser 분석 시작

(12.1.5 이상)
•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 자동 보호 실행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중지

• 다운로드 인사이트 실행
• 다운로드 인사이트 실행 중지
•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12.1.6 이상)
• 검역소에서 삭제**
• 모든 검사 취소**

• 검사
• 컨텐츠 업데이트
• 컨텐츠 업데이트 및 검사
•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하
드 재시작만 해당)

• 자동 보호 실행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12.1.4 이상)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중지(12.1.4 이상)

• 검사
• 컨텐츠 업데이트
• 컨텐츠 업데이트 및 검사
• 자동 보호 실행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및 네
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
터링 실행

예 아니요 아니요

위치 생성 및 위치별로 적용
되는 보안 정책 설정

예 예 아니요
명령줄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
트는 특정 기준에 따라 위치를 자
동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재시작
옵션 설정

예 아니요 아니요

빠른 리포트 및 예약 리포트 • 감사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 컴플라이언스
• 시스템 상태
• 사기(14.0.1)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위험 요소
• 검사
• 시스템

• 시스템 상태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위험 요소
• 검사

• 감사
• 시스템 상태
• 위험 요소
• 검사
• 시스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유
지되는 로그에 대한 크기 및
보유 옵션 설정

• 시스템
• 보안 및 위험 요소
• 보안
• 트래픽
• 패킷
• 제어

• 시스템
• 보안 및 위험 요소
• 보안

• 시스템
• 보안 및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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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능 Windows Mac Linux

암호로 클라이언트 보호 예 클라이언트 제거(14.0.1) 아니요
SylinkDrop 도구를 실행하
여 다른 관리 서버로 클라이
언트 이동

예 예 아니요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
옵션으로 클라이언트 패키
지를 재배포하여 다른 관리
서버로 클라이언트 이동

예 예 아니요

시만텍에 대한 익명 보안 정
보의 클라이언트 제출 구성

예 (12.1.4 이상)
제출 설정은 바이러스 차단 탐지
정보만 제어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침입 차단 제출을 수
동으로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How to disable IPS data
submission o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for Mac
clients(영문)

아니요

시스템 및 사용 정보를 익명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클라
이언트 구성

예 아니요 아니요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
이의 외부 통신 관리

예 LiveUpdate 전용 아니요

클라이언트 통신 설정 관리 • 관리 서버 목록
• 통신 모드(푸시 또는 풀)
• 하트비트 간격 설정
•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업로드
• 중요 이벤트 즉시 업로드
•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설정
• 재연결 기본 설정 설정

• 관리 서버 목록
• 통신 모드(푸시 또는 풀)
• 하트비트 간격 설정
•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설정
• 재연결 기본 설정 설정

• 관리 서버 목록
• 통신 모드(푸시 또는 풀)
• 하트비트 간격 설정

개인 서버를 사용하도록 클
라이언트 구성(12.1.6)
• Insight 조회 및 제
출을 위한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서버

• Insight 조회를 위한 개
인 Insight 서버

예 아니요 아니요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으
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자
동으로 업그레이드

예 예(14) 아니요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예 아니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
언트 자동 제거

예(14)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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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능 Windows Mac Linux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에 대한 인증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

• 2단계 인증(14.2)
• RSA SecurID 인증
• 디렉터리 인증
• 스마트 카드(PIV/CAC) 인증

(14.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로그를 보는 경우에만 이러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할 때 수행할 태스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니터링

클라이언트-서버 연결 관리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플랫폼별 자동 업그레이드 차이점

Table 195: 플랫폼별 자동 업그레이드 차이점

기능 Windows Mac

델타 패키지 표준 및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생성하는 델타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수신합니다. 내장
클라이언트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체 설치 패키지를 수신합니다.

Mac 클라이언트는 항상 업그레이
드를 위한 전체 설치 패키지를 수
신합니다.

구성 옵션 사용자 정의 설치 폴더와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옵션이 포함됩니
다.

재시작 및 업그레이드에만 해당합
니다. 설치 폴더는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설치 로깅은 항상 /
tmp/sepinstall.log에 기
록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의 업
그레이드 완료 후 재시작 옵
션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하지 않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재시작하지 않는 옵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
은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항상
재시작됩니다.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
레이드 마법사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기능 세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서 기능 세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에 따라 이전 버전에서 최신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12.1.6.x 이하 버전에서의 업그레
이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여
12.1.6.4에서 14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최신 버전에 대한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플랫폼 기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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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6: 플랫폼 기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설정

정책 설정 Windows Mac Linux

관리자 정의 검사 • 예약 검사(능동, 전체, 사용자
정의)

• 요청 시 검사
• 트리거된 검사
• 시작 검사
• 손실된 예약 검사 재시도
• 임의 예약 검사

• 예약 검사(사용자 정의)
• 요청 시 검사
• 손실된 예약 검사 재시도

• 예약 검사(사용자 정의)
• 요청 시 검사
• 손실된 예약 검사 재시도

자동 보호 • 자동 보호 실행
• 모든 파일 검사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 파일 내용을 검토하여 파일 형
식 확인

• 보안 위험 요소 검사
•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14)
• 파일이 액세스, 수정 또는 백업
될 때 검사

• 부트 바이러스를 삭제하거나 기
록만 하는 옵션과 함께 플로피
에 부트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
사

• 새로 생성된 감염 파일 또는 보
안 위험 항상 삭제

• 파일 시간 유지
• 검사 속도 또는 응용 프로그램
속도에 대한 검사 성능 조정

• 압축된 멀웨어에 대한 에뮬레이
터(14)

• 자동 보호 실행
•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
•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
에 보관

• 압축 파일 검사
• 모든 파일 검사
• 선택한 폴더만 검사
• 선택한 폴더를 제외한 모든 위
치 검사

• 보안 위험 요소 검사
마운트, 현재 클라이언트에서 검사:
• 데이터 디스크
• 다른 모든 디스크 및 장치
마운트,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검사
(12.1.3 이하):
• 음악 또는 비디오 디스크
• iPod 플레이어
• 검사 중 진행률 표시

• 자동 보호 실행
• 모든 파일 검사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14.3 RU1에서 제거됨)
• 이동식 미디어 검사
• 보안 위험 요소 검사
•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
• 파일이 액세스 또는 수정될 때
검사

• 내부 압축 파일 검사

이메일 검사 •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14.2

RU1에서 제거됨)
• Lotus Notes 자동 보호(14.2

RU1에서 제거됨)

아니요 아니요

검사 대상 • 추가 위치
• 메모리
• 선택된 폴더
• 선택된 확장자
• 저장소 마이그레이션 위치
• 압축 파일 내의 파일
• 보안 위험 요소

• 모든 또는 선택된 폴더
• 하드 드라이브 및 이동식 드라
이브

• 압축 파일 내의 파일

• 모든 파일
• 모든 또는 선택된 폴더
• 선택된 확장자
• 압축 파일 내의 파일
• 보안 위험 요소

사용자 정의 검사(클라이
언트)

• 능동 검사
• 전체 검사
• 개별 폴더, 파일 및 확장자의 사
용자 정의 검사

• 전체 검사
• 개별 폴더 및 파일의 사용자 정
의 검사

• 전체 검사
• 개별 폴더 및 파일의 사용자 정
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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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정 Windows Mac Linux

탐지에 대한 교정 작업 정
의

• 제거(멀웨어에만 적용)
• 검역소에 보관
• 삭제
•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기록)
작업은 Symantec이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하는 멀웨어 및 보안 위험의
범주에 적용됩니다.

• 감염된 파일 복구
•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
에 보관

(14.3 MP1 이하)
• 제거(멀웨어에만 적용)
• 검역소에 보관
• 삭제
•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기록)

검사가 실행 중인 동안 수
행할 작업 설정

• 검사 중지
• 검사 일시 중지
• 검사를 유휴 상태로 설정
•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만 검
사

(12.1.4)
• 검사 중지
• 검사 일시 중지
•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휴 상
태로 설정

• 진행 중인 검사를 유휴 상태로
설정(12.1.6x까지만)

•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만 검
사

아니요

다운로드 인사이트 예 아니요 아니요
위협 요소 탐지를 위한 인
사이트 조회

예 아니요 아니요

Bloodhound 예 아니요 아니요
SONAR 예

원격 시스템의 검사(버전 14)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버전 14)

아니요 아니요

멀웨어 차단 사전 시작 드
라이버

Windows 8 이상 및 Windows
Server 2012 이상

아니요 아니요

Power Eraser 예(12.1.5) 아니요 아니요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실행

예(12.1.6) 아니요 아니요

공유 인사이트 캐시 예
vShield 실행(12.1.6 이전)

아니요 아니요

가상 이미지 예외 예 아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공격 차단 및 처리

가상 인프라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사용

방화벽,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 플랫폼 기반 설정

Table 197: 플랫폼 기반의 침입 차단 정책 설정

정책 설정 Windows Mac(12.1.4)

침입 차단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 예

Note: 사용자 정의 예외는 브라우저 보호 시그니
처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사용자 통지 표시 또는 숨기기 예 예
제외된 호스트 실행 또는 실행 중지 예 예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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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정 Windows Mac(12.1.4)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실행 또는 실행
중지

예 예

LiveUpdate에서 IPS 컨텐츠 업데
이트

예 예

관리 서버에서 IPS 컨텐츠 업데이
트

예 아니요 **

클라이언트 패키지에 IPS 포함 예 예
네트워크 침입 차단 예 예
브라우저 침입 차단 예

• 로그 전용 모드(12.1.6)
아니요

제외된 호스트(네트워크 침입 차
단)

예 예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함께 설치되는 Apache Web Server를 LiveUpdate 컨텐츠에 대한 역방향
프록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nabling Mac and Linux clients to download LiveUpdate content using the Apache Web server as a reverse proxy(영문)

침입 차단 관리

Table 198: 플랫폼별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 설정

정책 설정 Windows Mac(12.1.4)

메모리 악용 완화
일반 악용 완화(14 MPx)

예(14)
• 오탐지 세부 조정(14.0.1)
•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14.1, 클라우드만
해당)

아니요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통해 메모리 임의 변경 공격에 대비해 Windows 클라이언트 강화

플랫폼 기반의 LiveUpdate 정책 설정

Table 199: 플랫폼 기반의 LiveUpdate 정책 설정

정책 설정 Windows Mac Linux

기본 관리 서버 사용 예 아니요 ** 아니요 **
LiveUpdate 서버 사용(내
부 또는 외부)

예 예 예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
용

예 아니요 아니요

타사 컨텐츠 관리 실행 예 아니요 아니요
정의 실행/실행 중지 예 예 아니요
축소된 정의(12.1.6) 예 아니요 아니요
Intelligent Updater를 실행
하여 컨텐츠 업데이트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 SONAR(12.1.3 이상)
• IPS 정의(12.1.3 이상)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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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정 Windows Mac Linux

LiveUpdate 프록시 구성 예 예. 그러나 LiveUpdate 정책에서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을 구
성하려면 클라이언트 > 정책을 누
른 다음 외부 통신 설정을 누르십시
오.

예

LiveUpdate 예약 설정 • 빈도
• 재시도 시간
•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실행
• LiveUpdate 생략을 위한 옵션

• 빈도
•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 빈도
• 재시도 시간
•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표준 HTTP 헤더 사용
(12.1.6 이전)

예(기본값) 예(기본값) 예(기본값)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 예(14) 아니요 아니요
응용 프로그램 제어 컨텐
츠

예(14.2) 아니요 아니요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함께 설치되는 Apache Web Server를 LiveUpdate 컨텐츠에 대한 역방향
프록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nabling Mac and Linux clients to download LiveUpdate content using the Apache Web server as a reverse proxy(영문)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Intelligent Updater 파일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스템에서 컨텐츠 업데이트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 설정

통합 정책은 버전 14.0.1 MP1부터 제공됩니다. 통합 정책은 14.3 RU1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책 설정 Windows Mac Linux

PAC 파일 방법
• 로컬 프록시 서비스

예 예
• 14.2 RU2 이상에서 지원

아니요

터널 방법(14.3 RU1) 예(Windows 10 64비트만) 아니요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플랫폼 기반의 예외 정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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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0: 플랫폼 기반의 예외 정책 설정

정책 설정 Windows Mac Linux

서버 기반 예외 항목 • 응용 프로그램
•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 확장자
• 파일
• 폴더
• 알려진 위험 요소
•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 임의 변경 방지 예외
•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
외 항목

• 인증서(14.0.1)

•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보안 위
험 요소 예외 항목

• 폴더
• 확장자

클라이언트 제한(최종 사
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
템에서 추가할 수 있는 제
한을 제어)

예 아니요 아니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예외 관리

플랫폼 기준 장치 제어 차이점

응용 프로그램 제어는 Windows 시스템에서만 실행됩니다.

Table 201: 플랫폼 기준 장치 제어 차이점

Windows Mac

장치 제어가 클래스 ID(GUID) 및 장치 ID를 기준으로만 작동합니
다.

장치 제어가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볼륨 수준 태스크
(명령줄 또는 디스크 유틸리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장치 제어가 별표 문자(*)가 포함된 클래스 ID 또는 장치 ID에서 와
일드카드 일치를 수행합니다.

장치 제어가 정규 표현식(regexp) 일치를 수행하고, 다음 특정 작업
으로 제한됩니다.
• .(점)
• \(백슬래시)
• [set], [^Set](세트)
• *(별표)
• +(더하기)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공통 장치 유형이 포함됩
니다.

다음 5가지 장치 유형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hunderbolt
• CD/DVD
• USB
• FireWire
• SD(보안 디지털) 카드
하드웨어 장치 목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클래스 ID 또는 장치 ID별로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다른 사용자 정
의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 정의 장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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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ac

차단하거나 차단에서 제외할 장치가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서만 추
출됩니다. 목록에는 기본 사용자 정의 장치 유형뿐만 아니라 추가
한 사용자 정의 장치도 포함됩니다.

차단하거나 차단에서 제외할 장치가 위에 명시된 장치 유형 중에서
선택됩니다. 공급업체, 모델 및 일련 번호는 비워 두거나 정규 표현
식(regexp) 조회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
용하여 다른 공급업체, 모델, 일련 번호 범위 등과 같은 유사한 범위
의 장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장치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장치 유형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거나 차단에서 제외(허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차단하거나 마운트 권한을 사용하여 차단에서 제외(허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지원되는 마운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읽기 전용
• 읽기 및 쓰기
• 읽기 및 실행
• 읽기, 쓰기 및 실행

장치 제어를 위한 클라이언트 통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제어를 위한 클라이언트 통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장치 제어 관리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종속성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정책 기능은 상호 필요 관계에 있습니다.

WARNING

인사이트 조회는 실행 중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Table 202: 보호 기능의 종속성

기능 상호 운용성 참고

다운로드 보호 다운로드 보호는 자동 보호의 일부이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URL 추적 기능을 제공합
니다. URL 추적은 여러 정책 기능에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보호 없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설치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의 기능이 제
한됩니다. 브라우저 침입 차단 및 SONAR에는 다운로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인트라넷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신뢰 옵션에도 다운로드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다운로드 인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종속성이 있습니다.
• 자동 보호를 실행해야 함
자동 보호를 실행 중지하는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실행되더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해야 함
인사이트 조회 옵션은 실행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다운로
드 인사이트가 완전히 실행 중지됩니다.

Note: 기본 다운로드 보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수준 1
로 실행됩니다. 정책에서 설정한 수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탐지 수준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 중지하더라도 인트라넷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신
뢰 옵션은 계속 작동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 중지하면 포털 탐지가 실행 중지됩니다. 즉, 자동 보호와 예약된 검사 또
는 요청 시 검사가 모든 파일을 비포털 파일로 평가하고 시만텍에 의해 결정되는 탐지 수준을 사용
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항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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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호 운용성 참고

인사이트 조회(12.1.x 클라이언트)
및 클라우드 보호 기능

인사이트 조회에서는 클라우드의 Symantec Insight 평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지원되는 포털
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판단합니다.
버전 14부터 해당:
•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에서 자동 보호,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의 일부로 인사이트 조
회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를 지원
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12.1.x 클라이언트에 대한 검사 설정에서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또
는 실행 중지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인사이트 조회에 대해 특정 탐지 수준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존 인사이트 조회에서 다운로드 인사이트 정책에 설정된 탐지 수준을 사용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의 정의를 수신하는 방법
클라우드 검사 및 12.1.x 인사이트 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 종속성이 있습니다.
•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라우드 검사와 인사이트 조회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 파일을 포털 파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 중지해도 클라우드 검사와 인사이트 조회가 계속 작동합니다. 이들
은 시만텍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되며 가장 악성 파일만 탐지하는 탐지 수준을 사용합니다.

Note: (12.1.x 클라이언트만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름 검사에는 클라우드 조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포털 파일의 마우스 오른
쪽 버튼으로 누름 검사에는 클라우드 조회가 적용됩니다.

SONAR SONAR에는 다음과 같은 종속성이 있습니다.
• 다운로드 보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동 보호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동 보호가 실행 중지되면 SONAR의 일부 탐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오작동
합니다. 그러나 자동 보호가 실행 중지되더라도 SONAR는 지능형 위협 요소를 탐지할 수 있습
니다.

•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하지 않으면 SONAR는 실행은 되지만 탐지하지 못합니다. 드물게는 인사
이트 조회 없이 SONAR가 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가) 이전에 특정 파일에 대한 평판 정보를 캐시한 경우 SONAR가 캐시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SONAR 관리
브라우저 침입 차단 다운로드 보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 다운로드 보호가 설치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방화벽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Power Eraser 인사이트 조회를 사용합니다.

Power Eraser는 평판 정보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사합니다. Power Eraser에는 기본 평판 탐지 수준
설정이 있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위협 요소 탐지를 위한 인사이트 조회 허용 옵션을 실행 중지하
면 Power Eraser는 Symantec Insight의 평판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sight가 없으면 Power
Eraser의 탐지 수는 줄어들고 탐지가 오탐지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Note: Power Eraser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구성할 수 없는 자체 평판 한
계값을 사용합니다. Power Eraser는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
항

메모리 악용 완화
(버전 14에서는 일반 악용 완화)

침입 차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침입 차단은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보안 기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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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
이 문서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와 해당 용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FileConnect의 설치 파일에 있는 도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설치되는 도구

설치 파일에 있는 도구

다음 도구와 설명서는 Broadcom Download Management(영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
치 파일의 \Tools 폴더에 있습니다.

• ApacheReverseProxy(12.1.4 이상)
• CentralQ(12.1.6 이하)
• CleanWipe
• ContentDistributionMonitor(SEPMMonitor)
• 사기(14.0.1)
• DeviceInfo (14), DevViewer
• Integration(WebServicesDocumentation)
• IT Analytics
• JAWS
• LiveUpdate 관리자(12.1.4 이하)
• 지원 안 함 > MoveClient
• 지원 안 함 > Qextract
• 지원 안 함 > SEPprep(12.1.6 이하)
• OfflineImageScanner(12.1.6 이하)
• PushDeploymentWizard
• SylinkDrop
• SymDiag(SymHelp)
• 가상화
• WebServicesDocumentation(Integration)

모든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설명서

ApacheReverseProxy(12.1.4 이상)

이 도구는 Mac 클라이언트와 Linux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를 통해 LiveUpdate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Apache 웹 서버를 설정합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게시될 때마다 Mac 및 Linux 클라이언
트가 로컬에서 LiveUpdate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고 캐시할 수 있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Apache
웹 서버가 작동합니다.

이 도구는 적은 개수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CentralQ(12.1.6 이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감염된 파일 및 관련된 위험 요소가 들어 있는 검역 패키지를 로컬 검역소에서 중앙
검역소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중앙 검역소를 사용하여 판정 정보를 더욱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
용하면 감염된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할 필요 없이 해당 시스템에서 샘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환경에서 검역소 서버를 사용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의심되는 위협 요소 샘플을 가져옵니다.
• 이러한 샘플을 보안 연구소로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 검역소 서버에만 제출된 의심되는 위협 요소와 관련된 신속 릴리스 정의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위협 요소가
발생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푸시되지 않습니다.
Rapid Release Virus Definitions(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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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Best Practices for using Quarantine Server in 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nvironment(영문)를 참조하
십시오.

CleanWipe

CleanWipe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을 제거합니다. Windows 제어판 같은 다른 제거 방법이 실패한 경우 마지
막 수단으로 CleanWipe를 사용하십시오.

Uninstall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이 도구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ols(64비트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ContentDistributionMonitor(SEPMMonitor)

ContentDistributionMonitor 도구는 사용자 환경에서 다중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
와줍니다. 이 도구는 GUP의 상태 및 컨텐츠 배포 상태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12.1.6 이하에서 ContentDistributionMonitor의 이름은 SEPMMonitor였습니다. 12.1.5 이하에서
ContentDistributionMonitor는 NoSupport 폴더에 있습니다.

참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Content Distribution Monitor tool(영문)

사기(14.0.1)

디셉션은 “디셉터”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에서 공격자의 활동을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접근 방식의 기본 가정은 공격
자가 이미 네트워크의 기본 차단을 위반했으며 환경에서 사찰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자는 도메인 컨트롤러 또는 데
이터베이스 인증 정보와 같은 중요 자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DeviceInfo (14), DevViewer

DeviceInfo(Mac용, 버전 14부터 제공) 및 DevViewer(Windows용)는 특정 장치의 장치 공급업체, 모델 또는 일련 번호를 가
져옵니다. 이 정보를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장치 ID를 장치 제어 정책에 추가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서 해당 장치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 추가

Block or allow devices in Endpoint Protection(영문)

Integration(WebServicesDocumentation)

버전 14부터 Integration 폴더의 이름은 WebServicesDocumentation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하드웨어 장치 추가

IT Analytics

IT Analytics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정의 리포트 및 사용자 정의 조회를 생성할 수 있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내장 보고 기능을 확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차원 분석 및 그래픽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고급 데이터베이스 지식이 없어도 타사 보고
도구의 도움 없이 직접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JAWS

JAWS 화면 판독기 프로그램과 일련의 스크립트 모음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메뉴와 대화 상자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JAWS는 Section 508 제품 접근성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게 해 주는 보조 기술입니다.

LiveUpdate 관리자(12.1.4 이하)

Symantec LiveUpdate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과(와) 별도로 제공되는 독립 실행형 웹 응용 프로그램입니
다. LiveUpdate 관리자는 공개 LiveUpdate 서버의 컨텐츠를 미러링한 후 내장 웹 서버를 통해 내부의 시만텍 제품에 컨텐츠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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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 관리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선택적 구성 요소이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업데이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LiveUpdate 관리자 대신
LiveUpdate 기술을 사용하여 시만텍 공개 LiveUpdate 서버에서 직접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경우에 따라 LiveUpdate 관리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수의 Windows가 아닌 클라이언트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에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LiveUpdate 관리자 서버를 설치한 다음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When to use LiveUpdate Administrator(영문)

LiveUpdate 관리자 및 설명서를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 LiveUpdate Administrator (LUA)(영문)를 참조하십시오.

LiveUpdate Administrator 2.3.x Release Notes(영문)

지원 안 함 > MoveClient

MoveClient는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IP 주소 또는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를 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는 Visual Basic 스크립트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모드에서 시스템 모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모드와 시스템 모드 간 전환

지원 안 함 > Qextract

Qextract는 클라이언트의 로컬 검역소에서 파일을 추출하여 복원합니다. 사용자가 판단하기에 정상인 파일을 클라이언
트에서 오탐지로 인해 검역소에 보관한 경우 이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안 함 > SEPprep(12.1.6 이하)

SEPprep는 경쟁업체의 바이러스 차단 제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도구로,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Norton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경우 SEPprep은 Symantec Norton ™ 제품도 제거합니다.

경쟁업체의 제품을 제거하는 스크립트로 SEPprep를 패키지한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프로그램을 자동
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SEPprep 대신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경쟁업체의 제품을 제거하십시오. 마법사의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탭에
서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를 누르십시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Uninstall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using SEPprep(영문)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가 제거하는 제품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removal in Endpoint Protection 12.1(영문)

SEPprep는 시만텍 제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전 14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 같은 다른
시만텍 제품을 제거하도록 CleanWipe가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OfflineImageScanner(12.1.6 이하)

이 도구는 오프라인 상태인 VMware 가상 디스크(.vmdk 파일)에서 위협 요소를 검사하고 탐지합니다.

About the Symantec Offline Image Scanner tool(영문)

PushDeploymentWizard

배포 전송 마법사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대상 시스템에 배포할 수 있습니
다. 배포 전송 마법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소규모의 시스템이나 원격 시스템에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verview of the Push Deployment Wizard in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SEPIntegrationComponent(12.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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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IC(Symantec Endpoint Integration Component)는 단일의 웹 기반 Symantec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다른 Symantec Management Platform 솔루션과 결합합니다. SEPIC를 사용하여 시스
템 인벤토리를 구성하고, 패치를 업데이트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새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과 데
이터를 백업 및 복원하고, DLP Agent를 관리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ylinkDrop

Sylink.xml 파일에는 Windows 클라이언트 또는 Mac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 통신 설정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 통신이 손실된 경우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존의 Sylink.xml 파일을 새로운 Sylink.xml 파일로 바꾸십시오.

Sylink.xml 파일 교체 시 다음 태스크가 수행됩니다.

•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로 변환합니다.
• 클라이언트를 새로운 도메인 또는 관리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이동합니다.
• 관리 서버에서 수정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통신 중단 지점을 복원합니다.
• 한 서버의 클라이언트를 복제 파트너가 아닌 다른 서버로 이동합니다.
• 한 도메인의 클라이언트를 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이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ols 위치(64비트)에 있습니다.

SylinkDrop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 복원

SymDiag(SymHelp)

버전 14부터 SymHelp 도구의 이름은 Symantec Diagnostic(SymDiag)으로 바뀌었습니다.

SymDiag는 일반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지원 부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타 도움말과 지원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다목적 진단 도구입니다. SymDiag는 일
부 시만텍 제품에 대한 라이센싱 및 유지 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잠재적인 멀웨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위협
요소 분석 검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상화

가상화 도구는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검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SecurityVirtualAppliance(12.1.6 이하)
시만텍 보안 가상 장비에는 VMware vShield 인프라를 위한 vShield 지원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 가상 장비를 설치하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까?
Installing a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ecurity Virtual Appliance(영문)

• SharedInsightCache
공유 인사이트 캐시 도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깨끗한 것을 확인한 파일을 검사하지 않도록
하여 가상화된 환경에서 검사 성능을 개선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에서 위협 요소를 검사하고 파일이 깨끗한 것으로
판단하면 클라이언트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제출합니다.
이후 동일한 파일을 검사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조회하여 파일이 깨끗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깨끗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해당 특정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파일이 깨끗하지 않은 경
우 클라이언트는 파일에서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제출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클라이언트와는 별개로 실행되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공유 인사이트 캐시와
통신할 수 있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구성하여 공유 인사이트 캐시의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HTTP 또는 HTTPS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통신합니다. 클라이언트의 HTTP 연결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
지 유지됩니다.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of SEP Shared Insight Cache(영문)

• 가상 이미지 예외
VDI 환경의 성능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기본 이미지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가상 시스템 세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시만텍 가상 이미지 예외 도구를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기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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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파일에 대한 위협 요소 검사를 생략하여 디스크 I/O에 대한 리소스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VDI 환경에서 CPU
검사 프로세스 성능이 개선됩니다.
About the Symantec Virtual Image Exception tool(영문)

WebServicesDocumentation(Integration)

12.1.6 이하에서 이 도구는 \Tools\Integration 폴더에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RMM(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 형태
의 공개 API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웹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및 관리 서버에서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웹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호출은 OAuth를 사용하여 인증되며 인증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관
리자만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개발자는 이러한 API를 사용하여 회사의 타사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원격 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원격 관리는 타사 솔루션 또는 사용자 정의 콘솔을 기본 클라이언트
및 관리 서버 기능과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형식의 공개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일반적으
로 지원되는 레지스트리 키 및 Windows 이벤트 로깅을 통해 제공됩니다.

원격 관리용 웹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웹 서비스 호출로 관리 서버에 대한 라이센스 상태 및 컨텐츠 상태를 보고하며 Windows 이벤트 로그에 라이센스 상태를
보고합니다.

• 업데이트, 업데이트 및 검사, 재시작 등의 명령을 클라이언트에 실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에 전송된 정책을 관리합니다. 정책은 다른 관리 서버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관리 서버의 그룹이나 위치
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설치되는 도구

다음 도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함께 기본 위치인 C:\Program Files (x86)\Symante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ols에 설치됩니다.

• CleanWipe
• CollectLog
• 데이터베이스 검사기
• SetSQLServerTLSEncryption
• SylinkDro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PI 참조

CollectLog

CollectLog.cmd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를 압축된 .zip 파일로 만듭니다. 이 .zip 파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만텍 지원 서비스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보냅니다.

이 도구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ols(64비트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사기

dbvalidator.bat를 사용하여 지원 담당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실행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ols(64비트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SetSQLServerTLSEncryption(1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Microsoft SQL Server 간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수행
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Microsoft SQL Server 간 통신의 TLS 암호화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
다. 버전 14부터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관리 서버 설치 환경에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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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설치되며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Tools(64비트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PI 참조(1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EDR)에 연결되고 EDR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작업을 수행하는 REST API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API를 사용합니다. 설명서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의 다음 주소. 여기서 SEPM-IP 부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https://SEPM-IP:8446/sepm/restapidocs.html
IP 주소에는 IPv4 및 IPv6이 포함됩니다. IPv6 주소는 다음과 같이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http://
[SEPMServer]:## ##

• 모든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설명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및 Symantec Endpoint Security에서
Windows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대한 명령 smc
smc(또는 smc.exe)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원격
으로 실행하는 스크립트에서 smc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클라이언트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
해 클라이언트를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모든 클라이언트를 한 번에 중지하고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smc -start 매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명령줄 매개 변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매
개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매개 변수의 경우 암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UNC 경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mc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Windows 명령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시작 > 실행을 누른 다음 cmd를 입력하십시오.
2.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태스크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매개 변수에 암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smc -parameter
여기서 parameter 부분은 매개 변수입니다.

– 매개 변수에 암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 smc -p password -parameter
예: smc -p password -exportconfig c:\profile.xml

NOTE
명령 앞에 smc 서비스의 설치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기
본 위치에 설치된 64비트 Windows 시스템에서는 다음을 입력합니다.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exe

Table 203: smc에 대한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설명 적용 대상

smc -start *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0, -1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stop *†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중지하고 메모리에서 로드 해제합니다.
이 명령이 암호로 보호된 경우 최종 사용자가 올바른 암호를 입력한 후 1분
이내에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지됩니다.
0, -1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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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설명 적용 대상

smc -checkinstallation smc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0, -3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checkrunning smc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0, -4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cloudmanaged
path\to
\Symantec_Agent_Setup.exe

클라우드 관리 장치를 다른 클라우드 도메인 또는 테넌트로 이동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에서
클라우드 콘솔 관리로 전환합니다.
대상 클라우드 도메인 또는 테넌트를 위한
Symantec_Agent_Setup.exe 설치 파일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Using smc to change a device's tenant or domain(영문)

14.2 RU1부터

smc -enable -ntp
smc -disable -nt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 및 침입 차단 시스템을 실행/실행
중지합니다.

지원되는 모든 버전
-disable에 대한 암호 요
구 사항(14.2 RU1부터)

smc -enable -mem *
smc -disable -mem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메모리 악용 완화 시스템을 실행/실행 중지
합니다.

버전 14 MP1부터

버전 14: smc -enable -
gem *
버전 14: smc -disable -
gem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일반 메모리 악용 완화 시스템을 실행/실행
중지합니다.
이 기능의 이름은 후속 버전에서 메모리 악용 완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버전 14만 해당

smc -dismissgui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닫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실행 및 보호합니다.
0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exportconfig *† 클라이언트의 구성 파일을 .xml 파일로 내보냅니다. 구성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서버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책
• 그룹
• 보안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경로 이름과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mc -exportconfig C:\My Documents\MyCompanyprofile.xml
0, -1, -5, -6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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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exportlog 로그의 전체 내용을 .txt 파일로 내보냅니다.
로그를 내보내려면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하십시오.
smc -exportlog log_type 0-1 output_file
여기서
log_type 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 시스템 로그
• 1 = 보안 로그
• 2 = 트래픽 로그
• 3 = 패킷 로그
• 4 = 제어 로그
예를 들어 다음 구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mc -exportlog 2 0 -1 c:\temp\TrafficLog# ## ### #
####.
여기서 0은 파일의 처음이고, -1은 파일의 끝입니다.
제어 로그, 패킷 로그, 보안 로그, 시스템 로그 및 트래픽 로그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름 output_file 은 내보낸 파일에 할당하는 경로 이름 및 파일 이름입니
다.
0, -2, -5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exportadvrule *†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규칙을 .xml 파일로 내보냅니다. 내보낸 규칙은 클라
이언트 제어 모드 또는 혼합 모드의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또는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버 제어 모드의 중앙 관리 클라이
언트는 이러한 규칙을 무시합니다.
경로 이름과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mc -exportadvrule C:\myrules.xml
0, -1, -5, -6 반환
구성 파일 및 방화벽 규칙을 가져오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구성 파일이나 방화벽 규칙 파일은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직
접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importadvrule *† 클라이언트로 방화벽 규칙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규칙이 기존 규칙을 덮
어씁니다. 다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smc -exportadvrule를 통해 내보낸 .xml 형식의 규칙
•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내보낸 .sar 형식의 규칙
방화벽 규칙은 클라이언트가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이거나 중앙 관리 클라
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제어 모드 또는 혼합 모드에 있는 경우에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버 제어 모드의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규칙을 무
시합니다.
방화벽 규칙을 가져오려면 .xml 또는 .sar 파일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다
음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mc -importadvrule C:\myrules.xml
규칙을 가져온 후 시스템 로그에 항목이 추가됩니다.
0, -1, -5, -6 반환
규칙을 덮어쓰지 않고 추가하려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서
규칙 가져오기를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을 금지 또는 허용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규칙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지원되는 모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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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importconfig *† 클라이언트의 현재 구성 파일의 내용을 가져온 구성 파일로 대체하여 클라
이언트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구성 파일의 내용을 가져오려면 클라이언
트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경로 이름과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mc -importconfig C:\My Documents
\MyCompanyprofile.xml.
0, 3, -1, -5, -6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importsylink path
\to\sylink.xml †

클라이언트 통신 파일(sylink.xml)을 가져옵니다.
-sepmmanaged와 동등합니다.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enable -wss
smc -disable -wss

WSS 트래픽 리디렉션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버전 14.0.1 MP1부터

smc -p password † 암호가 필요한 명령과 함께 사용됩니다. 여기서 password는 필수 암호입
니다. 예:
smc -p password -importconfig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report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충돌 및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는 덤프 파일(.dmp)
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은 자동으로 시만텍 기술 지원으로 전송됩니다. 오
류 진단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기술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덤프 파일은 다음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EP_Install\Data\LocalDumps
여기서 SEP_Install 부분은 설치 폴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로는 C: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version단
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버전 14부터

smc -runhi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0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sepmmanaged 클라이언트 관리를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전에 관리에 사용했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되돌립니다.

14.2 RU1부터

smc -sepmmanaged path
\to\sylink.xml

클라이언트 관리를 SyLink.xml 파일에 지정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업데이트합니다.
-importsylink와 동등합니다.

14.2 RU1부터

smc -showgui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0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updateconfig 클라이언트의 구성 파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서버 통
신을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 구성 파일이 오래된 경우 updateconfig가 가장 최신의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기존 구성 파일(serdef.dat)을 대체합니다.
0 반환

지원되는 모든 버전

smc -imag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반 등록 취소와 다른 점은 하드웨어 키와 지속형 하드웨어 키 정보를 제
거하는 것입니다.

14.3 RU1 부터

smc -configure -
customer-id <id> -
domain-id <id> -
customer-secret-
key <cc token> -
server-address <full
bootstrap URL>

장치를 등록하고 장치의 기존 프록시 옵션을 사용합니다.
모든 등록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14.3 RU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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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configure -proxy-
mode <mode>

등록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되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프록시 구성을 사용
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못된 프록시 옵션을 수정하는 데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수동, 없음.
프록시 주소를 지정하면 수동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수동을 입력하고
프록시 호스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모드는 무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록시 설정 조합

14.3 RU1 부터

smc -configure -proxy-
address <host or IP>

프록시 호스트 또는 프록시 주소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모드가 수동으로 설정된 경우 필요 합니다.

14.3 RU1 부터

smc -configure -proxy-
port <port number>

프록시 포트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 및 HTTPS 연결에 대해 동일한 포트를 사용합니다.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HTTP 포트는 80, HTTPS 포트는 443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14.3 RU1 부터

smc -configure -
proxy-port-http <port
number>

HTTP 연결에 대한 프록시 포트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HTTP 포트 또는 smc -configure -proxy-port에 의해 지정된
포트를 덮어씁니다.

14.3 RU1 부터

smc -configure -proxy-
port-https <port
number>

HTTPS 연결에 대한 프록시 포트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HTTPS 포트 또는 smc -configure -proxy-port에 의해 지정된
포트를 덮어씁니다.

14.3 RU1 부터

smc -configure -proxy-
auth-mode basic

가능한 인증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ntlm.
기본 인증 모드는 기본입니다.

14.3 RU1 부터

smc.exe -configure -
proxy-user-name <name>

프록시 사용자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ntlm의 경우 도메인/사용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14.3 RU1 부터

smc -configure -proxy-
password <plain pwd>

프록시 암호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255자이며 null일 수 없습니다.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14.3 RU1 부터

smc -reset-state -
configure -customer-
id <epmp id> -domain-
id <epmp id> -server-
address <bootstrap
URL>

클라이언트를 등록 취소한 다음 새 장치로 다시 등록합니다.
모든 필요한 -configure 등록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14.3 RU1 부터

smc -tags "<csv
alphanumeric strings>"

등록 태그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자이며 null일 수 없습니다.
등록 매개 변수와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14.3 RU1 부터

*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Administrators 그룹의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Windows Vista 또는 Windows Server 2008을 실행하고 사용자가 Windows Administrators 그룹의 구성원
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Vista가 실행되고 있으며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는 자동으로
Administrators 및 Users 그룹의 구성원이 됩니다.

† 암호가 필요한 매개 변수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를 암호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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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4: 명령 프롬프트에서 입력한 프록시 설정 조합

프록시 설정 조합 작업

proxy-mode proxy-
user-name

proxy-
password

proxy-
address proxy-port

시스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스템 프록시 사용
시스템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암호 누락)
시스템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사용자 누락)
시스템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시스템 프록시 사용

(서버 무시)
시스템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인증에 시스템 프록시 사용
시스템 예 예 예 아니요 인증에 시스템 프록시 사용

(서버 무시)
시스템 예 예 예 예 인증에 시스템 프록시 사용

(서버 및 포트 무시)
수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수동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수동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수동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기본 포트를 사용하는 유효한 "수동"(사용자

지정) 프록시
수동 예 예 아니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수동 예 예 예 아니요 기본 포트를 사용하는 유효한 "수동"(사용자

지정) 프록시
수동 예 예 예 예 유효한 "수동"(사용자 지정) 프록시
수동 예 아니요 예 예 또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암호 누락)

수동 아니요 예 예 예 또는
아니요

ERROR_INVALID_COMMAND_LINE
(사용자 누락)

없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유효한 "없음" 프록시
없음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유효한 "없음" 프록시
없음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유효한 "없음" 프록시
없음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유효한 "없음" 프록시
없음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유효한 "없음" 프록시
없음 예 예 예 아니요 유효한 "없음" 프록시
없음 예 예 예 예 유효한 "없음" 프록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프록시 설정 없음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프록시 설정 없음

(사용자 무시)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프록시 설정 없음

(암호 무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기본 포트를 사용하는 유효한 "수동"(사용자

지정) 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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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설정 조합 작업

proxy-mode proxy-
user-name

proxy-
password

proxy-
address proxy-port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프록시 설정 없음
(추가 옵션 무시)

아니요 예 예 예 아니요 기본 포트를 사용하는 유효한 "수동"(사용자
지정) 프록시

아니요 예 예 예 예 유효한 "수동"(사용자 지정) 프록시

명령 오류 코드

smc.exe 명령 오류 코드
명령 오류 코드에는 필요한 매개 변수가 올바르지 않거나 없는 경우 smc.exe 명령이 반환하는 오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205: smc.exe 명령 오류 코드

오류
코드 설명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사용자가 Windows Administrators 또는 Windows Power Users 그룹에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Windows Vista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Windows Administrators 그룹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2 잘못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를 잘못 입력했거나 매개 변수 뒤에 올바르지 않은 스위치를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3 smc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smc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실행 중이지 않습니다.
-5 잘못된 입력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importconfig, exportconfig, updateconfig, importadv, exportadvrule 및 exportlog 매개 변수에
는 올바른 경로 이름과 파일 이름이 필요합니다.

-6 입력 파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importconfig, updateconfig 및 importadvrule 매개 변수에는 올바른 경로 이름, 구성 파일 이름(.xml) 또
는 방화벽 규칙 파일 이름(.sar)이 필요합니다.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대한 Windows 명령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서버와 함께 설치되는 도구 대신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시만
텍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면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Tivoli,
Microsoft SMS(Systems Management Server), Novell ZENworks 등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Novell ZENworks,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및 Microsoft SMS를 지원합니다.

또한 Altiris에서 제공하는 Symantec Software Management Solution으로 관리하는 환경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Management Solution 제품군 중 하나에서 다음 정책 중 하나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 전송 정책
• 빠른 전송 정책

자세한 내용은 Software Management Solution 제품군 도움말이나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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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6: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타사 도구

도구 설명

Windows Installer 명령줄 도구 Symantec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는 표준 Windows Installer 옵션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
는 Windows Installer(MSI) 파일입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Tivoli와 같은 MSI 배포를 지원하는 환경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보안 센터가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및 속성
MSI 명령 문자열 구성
Setaid.ini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명령줄 클라이언트 기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명령줄 클라이언트 설치 속성
Windows Installer 매개 변수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를 위한 명령줄 예
Windows 보안 센터 속성

Microsoft SMS 2003 Microsoft Systems Management Server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CCM/SMS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Windows Active Directory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Windows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속한 경우 Windows Active Directory 그룹 정
책 개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지원되는 Windows 운영 체제도 사용해야 합
니다.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GPO)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거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상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가상화 설치 및 가상화 제품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및 속성
설치 기능 및 속성은 텍스트 파일과 명령줄에서 문자열로 나타납니다. 텍스트 파일과 명령줄은 모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
어가 설치되는 동안에 처리됩니다. 설치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구성 요소가 달라집니다. 설치 속성은 설치 후 하위 구성 요
소의 실행 여부를 제어합니다. 설치 기능 및 속성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Windows 운영 체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능 및 속성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에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기능 및 속성은 Setaid.ini 파일의 항목 및 Windows Installer(MSI) 명령의 값으로 지정합니다. MSI 명령은 Windows
Installer 문자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의 배포의 경우 Setaid.ini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Installer 명령
과 Setaid.ini는 항상 모든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처리됩니다. 다른 값이 지정되어 있으면 Setaid.ini
의 값이 항상 우선합니다.

MSI 명령 문자열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배포를 위해 Windows Installer(MSI) 3.1 이상 패키지를 사용합
니다. 명령줄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배포하면 설치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준 Windows Installer 매개 변수와 시만
텍 고유의 기능 및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Installer를 사용하려면 높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높은 권한 없이 설치를 시도하면 별다른 통보 없이 설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설치 명령 및 매개 변수의 최신 목록은 MSI command line reference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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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indows Installer의 게시(advertise)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Setaid.ini에서 지정된 기능 및 속성은 MSI로 지
정된 기능 및 속성보다 우선합니다. MSI 명령에서 기능 및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Setaid.ini 구성

Setaid.ini 구성
Setaid.ini는 모든 설치 패키지에 나타나며 설치되는 기능 등의 많은 설치 요소를 제어합니다. Setaid.ini는 설치를 시작하
는 데 사용되는 MSI 명령 문자열에 나타날 수 있는 설정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Setaid.ini는 setup.exe와 동일한 디렉터리
에 표시됩니다. 단일 .exe 파일을 내보내는 경우 Setaid.ini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일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을 콘솔에서 내보낼 때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행에는 Setaid.ini에서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CUSTOM_SMC_CONFIG]

InstallationLogDir=

DestinationDirectory=

[FEATURE_SELECTION]

Core=1

SAVMain=1

 Download=1

 OutlookSnapin=1

 Pop3Smtp=0

 NotesSnapin=0

PTPMain=1

 DCMain=1 

 TruScan=1

 

NOTE

기능은 계층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들여썼지만 Setaid.ini 파일 내부에서는 들여쓰지 않습니다. Setaid.ini에서 기
능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1로 설정된 값은 해당 기능을 설치합니다. 0으로 설정된 값은 해당 기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능을 성공적으
로 설치하려면 상위 기능을 지정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를 위해 MSI 속성에 연결되는 setaid.ini 추가 설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PRODUCTINSTALLDIR에 연결되는 DestinationDirectory
• MIGRATESETTINGS에 연결되는 KeepPreviousSetting
• ADDSTARTMENUICON에 연결되는 AddProgramIntoStartMenu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명령줄 클라이언트 기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명령줄 클라이언트 설치 속성

Windows Installer 매개 변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명령줄 클라이언트 설치 속성
MSI 명령줄 설치에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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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7: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속성

속성 설명

RUNLIVEUPDATE=val 설치하는 동안 LiveUpdate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1: 설치하는 동안 LiveUpdate를 실행합니다(기본값).
• 0: 설치하는 동안 LiveUpdate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룹 내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최신 버전의 모든 컨텐
츠와 제품 업데이트를 수신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오도록 구성
된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다운로드하는 업데이트만 수신합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
이 모든 업데이트를 허용하지만 관리 서버가 모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
언트는 서버가 다운로드하는 업데이트만 수신합니다.

ENABLEAUTOPROTECT=val 설치가 완료된 후 파일 시스템 자동 보호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1: 설치 후 자동 보호를 실행합니다(기본값).
• 0: 설치 후 자동 보호를 실행 중지합니다.

CACHE_INSTALLER=val 클라이언트에 설치 파일이 캐시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1: 설치 파일을 캐시합니다(기본값).
• 0: 설치 파일을 캐시하지 않습니다.

MIGRATESETTINGS=val 업그레이드 시나리오에서 보관된 설정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
다.
• 0: 설정이나 로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1: 모든 설정과 로그를 보관합니다.
• 2: Sylink.xml과 로그만 보관합니다.

ADDSTARTMENUICON=val 프로그램을 시작 메뉴 폴더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0: 프로그램을 시작 메뉴 폴더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 1: 프로그램을 시작 메뉴 폴더에 추가합니다(기본값).

명령줄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기능 설치
Setaid.ini 파일과 MSI 명령에서 보호 기능을 지정하여 해당 기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상위 하위 관계를
가집니다. 상위 기능이 있는 하위 기능을 설치하려면 상위 기능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irewall 기능을 설치하도록
지정하고 NTPMain을 설치하도록 지정하지 않으면 Firewall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Table 208: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기능

기능 설명 필요한 상위 기능

Core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파일을 설치합니다. 필
수 기능입니다.

없음

ADDefense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 구성 요
소를 설치합니다.

Core

DCMain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 기능을 설치합니다. PTPMain
다운로드 다운로드된 파일을 위한 완벽한 보호 기능을 설치합니

다. 다운로드 인사이트의 다기능 평판 검사를 포함합
니다.

SAVMain

방화벽 방화벽 기능을 설치합니다. NTPMain
ITPMain 네트워크 및 침입 차단, 브라우저 침입 차단 기능을 설

치합니다.
NTPMain

LANG1033 영어 리소스를 설치합니다.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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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필요한 상위 기능

NotesSnapin Lotus Notes 이메일 자동 보호 기능을 설치합니다.
14.2 RU1 이전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SAVMain

NTPMain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
다.

Core

NTR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Core
OutlookSnapin Microsoft Exchange 이메일 자동 보호 기능을 설치합

니다.
SAVMain

Pop3Smtp POP3 및 SMTP 메일용 보호 기능을 설치합니다. 32비
트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2 RU1 이전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SAVMain

PTPMain 위협 요소 사전 차단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Core
SAVMain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본 다운로드 보호를 설치

합니다. 하위 기능은 추가 보호 기능을 설치합니다.
Core

TruScan 동작 분석(SONAR) 기능을 설치합니다. PTPMain

Windows Installer 매개 변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명령줄 설치 및 배포를 위한 확장 세트와 표준 Windows Installer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표준 Windows Installer 매개 변수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Install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명령줄에
서 msiexec.exe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Table 209: Windows Installer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설명

Sep.msi(32비트)
Sep64.msi(64비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설치 파일입니다. 파일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 /I 및 /x와 함께
사용할 때 파일 이름을 따옴표로 묶으십시오.
필수

Msiexec Windows Installer 실행 파일입니다.
필수

/I ".msi file name" 지정된 파일을 설치합니다. 파일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파일 이름 앞뒤에 따옴표를 입력하십시오. 파일이
Msiexec를 실행하는 디렉터리와 다른 디렉터리에 있는 경우 경로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경로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경로 이름 앞뒤에 따옴표를 입력하십시오. 예: msiexec.exe /I "C:\path to\Sep.msi"
필수

/qn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Note: 자동 배포를 사용하는 경우 Microsoft Outlook과 같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연결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설치 후 재시작해야 합니다.

/x ".msi file name" 지정한 구성 요소를 제거합니다.
선택 사항

/qb 설치 진행률이 표시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설치합니다.
선택 사항

/l*v logfilename 자세한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logfilename 부분은 생성하려는 로그 파일의 이름입니다.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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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설명

PRODUCTINSTALLDIR=path대상 시스템의 사용자 정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path 부분은 지정한 대상 디렉터리입니다. 경로에 공
백이 있으면 경로를 따옴표로 묶으십시오.

Note: 32비트 시스템의 기본 디렉터리는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입니다.
64비트 시스템의 기본 디렉터리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입니다.

선택 사항
SYMREBOOT=value 설치 후 시스템 재시작을 제어합니다. 여기서 value 부분은 유효한 인수입니다.

유효한 인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ce: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제거 시 필요합니다.
• Suppress: 대부분의 재시작을 금지합니다.
• ReallySuppress: 설치 프로세스에 속한 모든 재시작을 금지합니다. 자동 설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
다.

선택 사항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스템을 재시작하지 않으려면
ReallySuppress를 사용하십시오.

ADDLOCAL= feature 설치할 사용자 정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feature 부분은 지정한 구성 요소 또는 구성 요소 목록입니
다. 이 속성이 사용되지 않으면 적용 가능한 모든 기능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자동 보호 이메일 클라이언트
는 탐지된 이메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설치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을 추가하려면 ADDLOCAL=ALL과 같이 ALL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명령줄 클라이언트 기능

Note: 설치할 새 기능을 지정할 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능 중 유지하려는 기능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
다. 유지하려는 기능을 지정하지 않으면 Windows Installer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거합니다. 기존 기능을 지정
해도 설치된 기능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기존 기능을 제거하려면 REMOVE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선택 사항
REMOVE=feature 이전에 설치된 프로그램 또는 설치된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feature는 다음 중 하나입

니다.
• 기능: 대상 시스템에서 기능 또는 기능 목록을 제거합니다.
• ALL: 프로그램 및 설치된 모든 기능을 제거합니다. 기능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ll이 기본값으로 사용됩
니다.

선택 사항

Windows 보안 센터 속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동안 WSC(Windows 보안 센터) 속성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속성은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러한 속성을 제어합니다.

NOTE

이러한 속성은 Windows XP 서비스 팩 3에만 적용됩니다. WSCAVUPTODATE 속성을 제외하고, Windows Vista
또는 Windows 7 이상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Windows 보안 센터는 Windows 7/8에서 이름이 관리 센터로 변경되었으며 Windows 10에서는 보안 및 유지 관리로 변경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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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 Windows 보안 센터 속성

속성 설명

WSCCONTROL=val WSC를 제어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0: 제어하지 않습니다(기본값).
• 1: 처음 탐지되었을 때 한 번 실행 중지합니다.
• 2: 항상 실행 중지됩니다.
• 3: 실행 중지된 경우 복원됩니다.

WSCAVALERT=val WSC에 대한 바이러스 차단 알림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0: 실행합니다.
• 1: 실행 중지합니다(기본값).
• 2: 제어하지 않습니다.

WSCFWALERT=val WSC에 대한 방화벽 알림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0: 실행합니다.
• 1: 실행 중지합니다(기본값).
• 2: 제어하지 않습니다.

WSCAVUPTODATE=val WSC 바이러스 차단 정의의 만료 시기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val 값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 90: 일수(기본값: 30).

DISABLEDEFENDER=val설치하는 동안 Windows Defender의 실행 중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val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1: Windows Defender를 실행 중지합니다(기본값).
• 0: Windows Defender를 실행 중지하지 않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를 위한 명령줄 예

Table 211: 명령줄 예

태스크 명령줄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의 모든 구성 요소를 C:\SFN 디렉터리에 자동 설치합니다.
시스템을 재시작하지 않고 자세한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msiexec /I SEP.msi PRODUCTINSTALLDIR=C:\SFN
SYMREBOOT=ReallySuppress /qn /l*v c:\temp\msi.log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과 침입 차단 및 방화벽과 함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자동 설치합니다.
시스템을 강제로 재시작하고 자세한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msiexec /I SEP.msi
ADDLOCAL=Core,SAVMain,OutlookSnapin,
Pop3Smtp,ITPMain,Firewall SYMREBOOT=Force /qn /
l*v c:\temp\msi.log

Microsoft SCCM/SMS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Microsoft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SCCM)를 사용하여 시만텍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
다. 여기에서는 SCCM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가 이전에 SCCM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가정합니다. 따
라서 SCCM을 사용하여 시만텍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NOTE

이 항목은 Microsoft SMS(Systems Management Server)에도 적용됩니다.

NOTE

(이 참고는 SMS 버전 2.0 이하에만 적용됨.) SMS를 사용하는 경우 게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클라이언트의 모든
시스템 동작에 대해 도구 모음에 상태 아이콘 표시 기능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Setup.exe가 게시 프로그램 모니터
에서 사용하는 공유 파일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사용 중이면 설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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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SMS 패키지에서 MSI가 아닌 Setup.exe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설치 프로그램 로깅이
실행됩니다. 패키지 마법사 기능 대신 SCCM/SMS의 사용자 정의 패키지 생성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패키지를 생성
하십시오.

WARNING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내보낸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다운로드 또는 설치 파일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가 배포됩니다.
이 경우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가 기본 설정으로 설치되며 관리 서버와 통신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Table 212: Microsoft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Systems Management Server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프로세스

단계 설명

1단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할 소프트웨어와 정책이 포함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중앙 관리 클라이언
트 설치 패키지를 내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서버를 식별하는
Sylink.xml이라는 파일이 포함됩니다.

2단계 원본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이 디렉터리에 시만텍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디렉터리를 생성하
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내보낸 Setup.exe 파일을 복사합니다.

3단계 SCCM/SMS에서 사용자 정의 패키지를 생성하고, 패키지 이름을 지정하고, 원본 디렉터리를 패키지의 일부로 식별합니다.
4단계 패키지의 프로그램 대화 상자를 구성하여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실행 파일을 지정하고 매개 변수와 함께 MSI를 지정합

니다.
5단계 게시 사항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특정 모음에 배포합니다.

SCCM/SM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버전에 해당하는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GPO)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Windows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GPO)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으며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Windows Active
Directory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시만텍 클라이언트 설치에서는 표준 Windows Installer(MSI) 파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MSI 속성으로 클라이언트 설치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MSI 명령 문자열 구성

배포하기 전에 DNS 서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는 시스템 통신을 위해 DNS 서버에
의존하므로 올바른 설정은 필수입니다. 설정을 테스트하려면 Windows Active Directory 시스템으로 ping을 수행한 후 반대
방향으로도 ping을 수행하십시오. 전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이름만 사용하면 새로운 DNS 조회가 호출되
지 않습니다. 다음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ping computername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fullyqualifieddomainname.com

WARNING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내보낸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다운로드 또는 설치 파일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가 배포됩니다.
이 경우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가 기본 설정으로 설치되며 관리 서버와 통신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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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단계

단계 작업

1단계 별도 파일(.MSI에 필요함) 옵션을 선택하여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내보냅니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2단계 설치 파일의 폴더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올바른 권한을 설정한 공유 폴더에 중앙 관리 클라이언
트 설치 패키지를 복사합니다.

3단계 GPO 소프트웨어 배포 생성.
또한 작업 환경을 배포하기 전에 적은 수의 시스템으로 GPO 설치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DNS를 올바르게 구성하지 않으
면 GPO 설치에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GPO 소프트웨어 배포 생성

4단계 조직 단위에 시스템 추가.
조직 단위에 시스템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거

GPO 소프트웨어 배포 생성
시스템 환경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사용 중인 경우 GPO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Windows 시스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배포를 생성한 후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GPO 관리 템플
릿을 구성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Microsoft 그룹 정책 관리 콘솔 서비스 팩 1 이상을 설치했다고 가정합니다. Windows 인터페이스는 사
용 중인 Windows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시스템 그룹 또는 일부 다른 그룹의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원하는 경우 이러
한 시스템을 생성할 새 그룹으로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GPO)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1. GPO 소프트웨어 배포를 생성하려면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그룹 정책 관리를
누르십시오.

2.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창의 콘솔 트리에서 해당 도메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누르십시오.

3.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창에서 해당되는 도메인 아래에서 대상 조직 단위(OU)를 선택하십시오.

테스트 또는 다른 용도로 새 OU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새 OU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의
Active Directory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그룹 정책 관리 창의 콘솔 트리에서 선택하거나 생성한 조직 단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여기에 GPO 생성
및 연결을 누르십시오.

새 OU가 표시되게 하려면 도메인을 새로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새 GPO 대화 상자의 이름 상자에서 GPO의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6. 오른쪽 창에서 생성된 GP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편집을 누르십시오.

7. 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 창의 왼쪽 창에 있는 시스템 구성에서 소프트웨어 설정을 확장하십시오.

8. 소프트웨어 설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새로 만들기 > 패키지를 누르십시오.

9. 열기 대화 상자에서 포함되어 있는 MSI 패키지를 가리키는 UNC(범용 이름 지정 규칙) 경로를 입력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server name\SharedDir\Sep.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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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열기를 누르십시오.

11.소프트웨어 배포 대화 상자에서 할당을 누른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를 선택하면 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 창의 오른쪽 창에 해당 패키지가 나타납니다.

12.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관리 템플릿을 구성하려면 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 창의 콘솔 트리에서 다음 설정을 표시하고 실행
하십시오.

• 시스템 구성 > 관리 템플릿 > 시스템 > 로그온 > 시스템 시작 및 로그온 시 네트워크가 초기화될 때까지 항상 대기
• 시스템 구성 > 관리 템플릿 > 시스템 > 그룹 정책 > 소프트웨어 설치 정책 처리 중

• 사용자 구성 > 관리 템플릿 > Window 구성 요소 > Windows Installer > 높은 권한으로 항상 설치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을 실행한 경우 GPO를 통해 시만텍 클라이언트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려면 시스템 구성 > 관리 템플릿 > Windows 구성 요소 > Windows Installer > 높은 권한으
로 항상 설치도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설정하면 모든 Windows 사용자가 시만텍 클라이언트 소
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3.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 창을 닫으십시오.

14.편집한 GPO를 그룹 정책 관리 창의 왼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적용을 누르십시오.

15.오른쪽 창의 보안 필터링에서 추가를 누르십시오.

16.대화 상자의 선택할 개체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Domain Computers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조직 단위에 시스템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GPO에 의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설치되는 조직 단위에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재시작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세스가 시작되며,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온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세스
가 완료됩니다. 그룹 정책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책을 배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프
로세스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어 요청할 때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GPO)를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1.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조직 단위에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누르십시오.

2.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창의 콘솔 트리에서 GPO 설치를 위해 선택한 조직 단위에 추가할 시스템을 하나 이
상 찾으십시오.

먼저 시스템 조직 단위에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3. 설치를 위해 선택하거나 생성한 조직 단위로 시스템을 끌어 놓으십시오.

4.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창을 닫으십시오.

5.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GPO를 요청 시 업데이트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십시오.

6. gpupdate를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르십시오.

완료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 정책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가 표시
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7.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닫으십시오.

Sylink.xml 파일을 복사하여 관리되는 설치 패키지 생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면 각 클라이언트 그룹에 대해 Sylink.xml이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 해당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를 확인합니
다. 시만텍에서 얻은 설치 파일에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설치 전에
Sylink.xml 파일을 이 폴더에 복사하면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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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을 사용하여 내보내는 패키지는 관리 대상이며 Sylink.xml 파일이 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 정책 개체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는 관리되는 새 패키지를 내보내려면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십시오. 패키지 저장을 누르고 해당 메시지가 표시되면 별도 파일(.MSI에 필요함)을 선택하
십시오.

패키지 저장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

Sylink.xml 파일을 제품 설치 폴더에 복사하여 관리되는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올바른 클라이언트 그룹의 Sylink.xml 파일을 내보낸 후 시스템에 복사하
십시오.

NOTE

Sylink.xml 파일을 내보내기 전에 관리 콘솔에서 새 그룹을 적어도 하나 생성해야 합니다. 그룹을 생성하지 않
으면 클라이언트가 기본 그룹에 표시됩니다.

그룹 추가

수동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Sylink.xml) 내보내기

2.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에서 설치 폴더를 시스템 내의 폴더로 복사하십시오. SEP 폴더에는 32비트 클라이언트가 포함되
고 SEPx64 폴더에는 64비트 클라이언트가 포함됩니다.

개별 파일로 이전에 내보낸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설치 폴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Sylink.xml을 설치 폴더에 복사하십시오. 해당 메시지가 표시되면 기존 Sylink.xml 파일을 대체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거
Active Directory로 설치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제거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개체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그룹 정책 관리를 누르십시오.

사용 중인 Windows 버전에 따라 시작 메뉴에 모든 프로그램 대신 프로그램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그룹 정책 관리 창의 콘솔 트리에서 도메인,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설정을 차례로 확장하고 소프트웨어 설치를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속성을 누르십시오.

3. 고급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면 제거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4. 오른쪽 창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제거를 누르십시오.

5. 소프트웨어 제거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및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즉시 제거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십시오.

6. 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 창을 닫은 후 그룹 정책 관리 창을 닫으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재시작되면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Amazon Web Services용 Symantec ™ Endpoint Protection 빠른 시작 설
명서
Amazon Web Services(AWS)에서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사용 지침 및 베스트 프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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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Web Services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MI(Amazon Machine Image)에 처음 로그온할 경우
다음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초기 로그온 인증 정보 인스턴스에 처음 연결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자동으로 열리고 암호를 변경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초기 로그온 후 LiveUpdate가
시작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LiveUpdate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후 LiveUpdate 세션에서보다
더 많은 컨텐츠가 다운로드됩니다. 따라서 LiveUpdate가 완료될 때까지 인스턴스의 응답 속도가 느려집
니다. 이 동작은 정상적인 것으로, 초기 시작 시에만 발생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초기 로그온 시 5분 후에 LiveUpdate가 시작됩니다.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즉시 나타나지 않
음

인스턴스에 사전 설치된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홈 탭에 즉시 표시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된 동작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의 하트비트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가 홈 탭에 나타납니다.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업데이
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관리자의 기본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 이메
일 주소는 a@b.com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한 후 관리 창의 관리자 >
관리자 편집에서 이 이메일 주소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암호 복구에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므로 처음 로그
온할 때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 업데이트 버전 14 이상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처음 로그온할 때 이 암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 또는 내장 데이터베이스의 암호 변경

원격 배포 전송(선택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배포 전송 시에는 ICMP ping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인스턴스 IP 주소를 조회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스턴스 후보에서 ICMP 에코 요청 수신 규칙을 명시적으
로 추가해야 해당 규칙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 표시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로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에서 TCP 포트 445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그룹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보안 그룹 다음 표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실행하는 AMI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보안 그룹 방화벽
규칙을 보여 줍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인스턴스에 대한 수신 보안 그룹 설정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인스턴스에 대한 발신 보안 그룹 설정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에서의 작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 Security Groups for Windows Instances(영문)

Table 214: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인스턴스에 대한 수신 보안 그룹 설정

유형 /
프로토콜 적용 대상 포트 번호 원본 용도

사용자 정의 TCP 규
칙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8014
443*

0.0.0.0/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간의 HTTP 통신에 사용됩니다.
* = 선택적 HTTPS 구성에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TCP 규
칙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8443 0.0.0.0/0 원격 관리 콘솔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HTTPS 통신에 사
용됩니다.
모든 로그온 정보 및 관리 통신이 이 보안 포
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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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프로토콜 적용 대상 포트 번호 원본 용도

사용자 정의 TCP 규
칙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8444 0.0.0.0/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TCP 규
칙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8445 0.0.0.0/0 보고 콘솔의 HTTPS 통신에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TCP 규
칙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8765 0.0.0.0/0 Tomcat 종료에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TCP 규
칙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9090 0.0.0.0/0 로그온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 원격 관리
콘솔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초기 로그온 통신에 사용됩니
다.

사용자 정의 TCP 규
칙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
트

445 0.0.0.0/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서 설치 패키지를 원격 배포하는 데 사용됩
니다.

사용자 정의 ICMP 규
칙 /
에코 요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
트

해당 없음 0.0.0.0/0 원격 강제 설치 시 네트워크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의
IP 주소를 조회하는 데 사용됩니다.

RDP /
TC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
트

3389 0.0.0.0/0 인스턴스에 원격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
다.

Table 215: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인스턴스에 대한 발신 보안 그룹 설정

유형 /
프로토콜 적용 대상 포트 번호 대상

모든 트래픽 /
모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모두 0.0.0.0/0

Amazon Web Services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Amazon Web Services(AWS) 계정 소유자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EC2)에서 AMI(Amazon Machine Image)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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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6: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MI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 지원 플랫폼 및 인스턴스

요구 사항 상세 내역

사전 요구 사항 Amazon EC2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MI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
니다.
• AWS Marketplace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계정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으로 이
동하십시오.
https://aws.amazon.com/marketplace

• BYOL(Bring Your Own License)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유효
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센스 상태를 검토하려면 Broadcom Support Portal에 로그온한 후
Broadcom Download Center로 이동하십시오.
라이센스에 대한 비기술적 질문은 시만텍 고객 지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플랫폼 및 인스턴스 Amazon EC2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MI(BYOL 및 유료)에는 다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 14 MP1 이상
• Windows Server 2012 R2 이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MI는 AWS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Windows Server 2012
의 다음 Amazon EC2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 10 클라이언트 티어: m4.large(2x CPU, 8GB RAM, EBS 디스크)
• 100 클라이언트 티어: m4.xlarge(4x CPU, 16GB RAM, EBS 디스크)
• 250 클라이언트 티어: m4.2xlarge(8x CPU, 32GB RAM, EBS 디스크)
• 500 클라이언트 티어: c4.2xlarge(8x CPU, 15GB RAM, EBS 디스크)

추가 참조

Amazon EC2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AM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0.1(14 RU1)의 새로운 기능
보호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Cloud 포털을 사용한 클라우드 기반 관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1에는 클
라우드 기반 관리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포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을 확장
하여 사용 환경에서 새로운 위협 요소를 탐지 및 교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털은 장치 전반의 의심스러운 파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대시보드 보기를 통해 네트워크 보안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내부 브리지를 통해 클라우드에 원활하게 연결합니다. 클라우드 포털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털에서 이러한 기능에 대한 클라우드 포털 도움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집중 보호 정책으로 의심스러운 탐지 검색 및 차단: 집중 보호 정책 설정은 여러 엔진을 조정하여 탐지를 개선합니
다. 보다 집중적으로 탐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선택하여 해당 수준에서 어떤 파일이 탐지 및 차단될지 알 수 있습니다.
"What-if" 로깅은 탐지 항목을 차단하도록 결정하기 전에 모든 오탐지를 사전 예방적으로 허용 목록에 지정하는 데 유
용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일부 설정이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집중
보호 정책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Bloodhound 설정을 무시합니다.

– 저대역폭 환경에 대한 강력한 지원: 클라우드 포털은 느린 네트워크에 위치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0.1 클라이언트가 더 낮은 빈도로 업데이트를 수신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낮은 대역폭 모드
에서는 집중 보호 정책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바
이러스, SONAR 및 IPS 정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낮은 대역폭 개선 사항에는 원격 측정 제출 데이터의 자동 감소도
포함됩니다. 낮은 대역폭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 통합된 오탐지 관리: 여러 보기에서 파일을 허용(허용 목록)하거나 차단(차단 목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메모리 악용 완화 기능: 메모리 악용 완화는 운영 체제를 강화하여 소프트웨어의 결함, 버그 또는 취약점에 관계없
이 제로 데이 공격을 저지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를 사용하면 벤더의 패치가 제공될 때까지 기다린 후 패치 적용 시간
을 예약할 필요 없이 악용 요소가 즉시 처리됩니다. 버전 14.0.1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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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악용 완화라는 용어가 메모리 악용 완화로 변경되었습니다.
– 메모리 악용 완화는 침입 차단 정책과는 다른 별도의 정책입니다.
– 메모리 악용 완화에는 테스트 및 문제 해결에서 오탐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제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모리 악용 완화의 여러 새로운 완화 기술
–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메모리 악용 완화를 원격으로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는 명령이 smc -enable -gem 및 smc

-disable -gem에서 smc -enable -mem 및 smc -disable -me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외 정책에서 파일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탐지 제외 가능: 개별 인증서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Window 클라이언
트 검사에서 서명된 파일이 의심스러운 파일로 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도
구에는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를 검사에서 제외하면 자동 보호, 다운로드 인사이트,
SONAR 또는 기타 검사에서 이러한 인증서 서명 파일을 의심스러운 파일로 탐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Advanced Threat Protection: Endpoint와의 업데이트된 EDR 통합: Symantec Advanced Threat
Protection(ATP): Endpoint는 네트워크의 엔드포인트에서 지능형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온-프레미스 가상 장비입니다.
ATP: Endpoint는 위협 요소를 빠르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ATP 모듈은 등록
된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DR(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을 제공합니다. EDR은 클라이
언트 시스템이 EOC(침해 증거) 검색 및 파일 교정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시간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새로운 버전
의 EDR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DR에는 파일,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및 네
트워크 연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ATP: Endpoint 콘솔에 제출됩니다. 최신 버전의 EDR을 사용하려
면 ATP: Endpoint 3.0 제품이 필요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자체에는 EDR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LiveUpdate를 통해 최신 EDR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Deception: Deception은 엔드포인트에서 "디셉터"를 사용한 공격자 활동을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접근 방식의 기본 가정은 공격자가 이미 네트워크의 기본 차단을 위반했으며 환경에서 사찰을 수행한
다는 것입니다. 공격자는 도메인 컨트롤러 또는 데이터베이스 인증 정보와 같은 중요 자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디셉션을
사용하면 침투 시도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FileConnect를 통해 전체 설치 파일의 Tools 디렉터리에서 샘
플 디셉터를 다운로드하거나 독립 실행형 다운로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Mac 클라이언트용 고급 시스템 학습(AML): AML 엔진은 이제 Mac 클라이언트에서 시만텍의 실시간 클라우드 기반 위
협 요소 인텔리전스와 함께 작동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AML을 통해 실행 전 단계에서 멀웨어를 탐지
하여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멀웨어를 모두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통지를 실행하는 옵션이 침입 차단 통지 표시에서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 통지 표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버전 12.1.6.x 및 이전 버전에서 이 옵션은 IPS 통지에 대해
서만 작동합니다.

• 시스템 상태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서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실행 중지가 방화벽 실행 중지로 변경되고 위협 요
소 사전 차단 실행 중지가 SONAR 실행 중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모니터 > 로그 탭 > 시스템 상태
로그 유형 > 추가 설정 > 컴플라이언스 옵션을 누르십시오. 빠른 리포트에 액세스하려면 리포트 > 빠른 리포트 탭 > 시
스템 상태 리포트 유형 > 추가 설정 > 컴플라이언스 옵션을 누르십시오.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실행/실행 중지 혼합 모드 설정이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실행 중지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 MPx 버전에서는 혼합 모드의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에서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실
행/실행 중지 명령의 이름이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방화벽 및 침입 차단 시스템(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에만
사용되며 메모리 악용 완화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0.1에서는 다음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함께 사용할 SQL Server 2016 SP1
• macOS 10.13(High Sierra)
• Windows 10 Fall 크리에이터 업데이트(2017)(32비트, 64비트)
• 브라우저 지원: Mozilla Firefox 5.x~56.x, Google Chrome 61.0.x

클라이언트 설치

•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 열 레이블이 포함됨: 원격 푸시를 사용하여 새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
면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검색합니다. 이전에는 사용 가능한 시스템 목록이 임의의 순서로 표시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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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는 새로운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 열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사전순 또는 숫자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는 시스템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레이블은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에 나타납니다. 시스
템 선택 창에서 네트워크 검색을 누른 다음 시스템 찾기를 누르십시오.

• Mac 클라이언트 제거 시 암호 요구: 이제 Mac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때 사용자에게 암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macOS 10.13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커널 인증 필요: macOS 10.13에서는 커널 확장 인증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0.1에서는 macOS 10.13을 위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
다. 커널 확장을 인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Mac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때 관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커널 확장을 인증하
지 않으면 Mac 클라이언트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커널 확장을 인증하려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 환
경설정에서 허용을 누르십시오. 관리자 인증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널 확장은 한 번만 인증하면 됩니다. 클
라이언트를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거나 버전 14가 설치된 상태에서 운영 체제를 10.13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재인증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널 인증은 원격 강제 설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원격 푸시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배포한 후 이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추가 옵션의 이름이 변경됨: 버전 14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최신 컨텐츠 포함" 옵션의
이름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바이러스 정의를 포함합니다."로 잘못 변경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보다 정확히 설명
하기 위해 옵션 이름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새 컨텐츠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EST API 명령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REST API를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와 프로그래밍 방식으
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REST API 세트는 Symantec Advanced Threat Protection(ATP): Endpoint와 Symantec
Web Gateway(SWG)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하여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API를 사용합니다. 참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클라우드 포털에 등록된 경우 클라우드 포털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REST API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하
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REST API 설명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https://SEPM-IP:8446/sepm/restapidocs.html. 여기
서 SEPM-IP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거되었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

• Endpoint Protection 12.1.x 수명 종료 발표: 2017년 4월 3일 시만텍은 Endpoint Protection 12.1.x의 수명 종료를 발표
했습니다. 수명 종료 날짜에는 12.1의 모든 릴리스 버전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릴리스 버전에는 RU(릴리스 업데이트) 및 MP(유지 관리 패치)가 포함됩니다.

• 검역소에 보관된 위협 요소를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 수동으로 제출하는 옵션이 제거됨: 버전 14 이하에서는 검역소에 보
관된 위협 요소를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시만텍 보안 연구소 팀에 수동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14.0.1 버전부터
는 이러한 샘플을 중앙 검역소 서버로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수동으로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 제
출하도록 허용 옵션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검역소 > 일반 탭에 위치했습니다.

•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검역소 보기를 누르십시오. 제출 옵션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제출 메뉴 항
목이 제거되었습니다.

• Mac OS X 10.9에 대한 지원 제거
• Mac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정책 옵션: Mac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정책을 사용하려면 Mac용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 On-Demand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은 이제 수명 종료되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Mac 옵션은 여전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EP) 14의 새로운 기능
보호 기능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위한 Intelligent Threat Cloud Service(Windows): 버전 14에는 패키지에 포함된 바이러스
정의 세트를 기준으로 새로운 세 가지 크기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
– 표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에 액세스할 수 있거나 클라이언트가 버전 12.1.6 이하인 일반적인 설치용
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보다 크기가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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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며 가장 최근의 바이러스 정의만 포함합니다. 설치 후에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에서 전체 바이러스 정의 세트에
액세스합니다.

– 내장 클라이언트 또는 VDI 클라이언트: 내장 클라이언트는 버전 12.1.6에서 도입된 축소 크기 클라이언트를 대체합
니다. 내장 클라이언트는 표준 클라이언트보다 크기가 작으며 가장 최근 바이러스 정의만 포함합니다. 설치 후에 클
라이언트가 클라우드에서 전체 바이러스 정의 세트에 액세스합니다.

–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전체 바이러스 정의 세트를 설치하고 정의를 클라우드에서 액세스하지 않고 로컬에 유지
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액세스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사용
하십시오.

• 일반 악용 완화(Windows):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주 발생하는 취약점 공격을 방지합니다. 일반 악
용 완화는 침입 차단과 함께 설치되며 Java 악용 차단, 힙 스프레이 완화 및 SEHOP(구조적 예외 처리 덮어쓰기 방지) 같
은 다양한 유형의 차단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 차단 기능은 침입 차단 정책에 나열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LiveUpdate 컨텐츠의 일부로 이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다운로드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보려면 침입 차단 정책을 열고 일반 악용 완화를 누르십시오.

• SONAR/자동 보호:
–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 실행 옵션(Windows): SONAR가 실행 중지된 경우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NAR 점수 매기기가 실행 중지되어 있는 동안에도 동작 정책을 실행하여 응용 프로그
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 옵션(Windows, Linux): SONAR 또는 자동 보호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의 파일을
검사하는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SONAR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감염시키는 Sality 같은 웜을 찾도록 이 옵션을 실행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 보호에서 모든 파일을
검사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므로 파일이 실행될 때만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액
세스하려면 정책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SONAR 또는 자동 보호를 누르십시오.

• 바이러스 검사 논리가 자동 보호 사용자 모드로 이동됨: 자동 보호 사용자 모드는 커널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시스템
보안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드물지만 충돌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블루 스크린 상태가 되지 않으며 복구 가능합니다.

• 압축된 멀웨어에 대한 에뮬레이터: 자동 보호 및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새로운 에뮬레이터가 검사 성능과 효율성을 10%
이상 향상시킵니다. 이 회피 차단 기술은 압축된 멀웨어 혼동 기술을 해결하여 사용자 정의 패커 안에 숨겨진 멀웨어를
탐지합니다.

• 정적 탐지를 개선하는 엔드포인트 기반 AML(Advanced Machine Learning): 이 새로운 엔드포인트 기반 시스템 학습
엔진은 정적 속성을 바탕으로 멀웨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이 기술을 통해 실행 전
단계에서 멀웨어를 탐지하여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멀웨어를 모두 중지할 수 있습니다. AML 엔진은
시만텍의 실시간 클라우드 기반 위협 요소 인텔리전스와 함께 작동하여 동급 최강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오탐지를 줄
입니다.

• 인사이트 조회(Windows):
– 버전 14 및 기존 12.1.x 클라이언트에서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지만 탐지 수준 또는 작업 설
정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가 실시간 보호를 통해 완전히 처리되므로 인사이트 조회는
내부 설정을 사용하여 검사를 최적화합니다. 버전 12.1.x의 인사이트 조회 탭은 검사 상세 내역 탭의 인사이트 조회
실행 옵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 관리자 정의 검사를 누르고 예약 검사 또는 요
청 시 검사를 선택한 다음 검사 상세 내역을 누르십시오.

–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에서 인사이트 조회 옵션을 통해 자동 보호와 예약 검사 및 수동 검사에서 파일 평판 정
보뿐만 아니라 정의도 클라우드에서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는 전체 정
의 집합이 포함되며 인사이트 조회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 정책 탭 > 외부 통신 > 제출 탭에서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검사와 요청 시 검사가 %systemdrive% 및 %userprofile% 변수를 지원함(Windows): 이러한 검사를 통해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든 파일을 검사하는 대신 특정 폴더를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systemdrive%
변수는 Windows 운영 체제가 설치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userprofile% 변수는 로그온한 사용자의 사용자 프로필 폴더
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이러한 폴더를 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에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해시 값이 표시됨: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정
책에 응용 프로그램 이름 대신 해시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은 고유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시 값은
고유합니다. 해시 값을 찾으려면 다음 리포트에서 해시 유형/응용 프로그램 해시 열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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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요소 리포트: 감염되어 위험 상태인 시스템, 다운로드 위험 요소 분포, SONAR 탐지 결과, SONAR 위협 요소 분
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일별 상태 리포트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주별 상태 리포트 등의 위험
요소 리포트를 보려면 리포트 > 빠른 리포트 > 위험 요소를 누르십시오.

– 홈 페이지 > 활동 요약 링크
• 클라이언트 제출 및 서버 데이터 수집: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탐지된 위협 요소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보를 시만텍으로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에서는 이 정보를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제품의 보안 기능을 개
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 버전 14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클라이언트 제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 정책 탭 > 외부 통신 > 제출 탭 >
추가 옵션을 눌러 이러한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제출 유형은 개선된 위협 요소 차단 인텔리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익명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 옵션을 통
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12.1.6.x 및 이전 버전에서 이 옵션의 레이블은 시스템에서 선택한 익명 보안 정보를 시만텍
에 자동으로 전송이었습니다.

– 새로운 사용자 정의 분석을 위해 클라이언트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 옵션은 회사의 보안 네트워크와
관련된 권장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시만텍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 서버 데이터 수집의 경우 예. 시스템 및 제품 사용 정보를 익명으로 시만텍에 제출하여 시만텍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
루션 최적화를 돕겠습니다. 옵션의 레이블이 이제 개선된 위협 요소 차단 인텔리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익명 데이
터를 시만텍에 보내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관리 > 서버 > 사이트 속성 편집 > 데이터 수집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LiveUpdate가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LiveUpdate 서버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유형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
–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 EDR(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 구성 요소가 호스트와 엔드포인트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및
문제를 탐지 및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정의입니다.

–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 네트워크 전송 및 원격 측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체 제품에서 사용하는 정의
입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운영 체제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Windows Server 2016

• Linux 클라이언트:
–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7.1 및 7.2(사전에 컴파일된 바이너리 지원)
– Oracle Linux (OEL) 6U5

• Mac 클라이언트:
– MacOS 10.12(Sierra)

데이터베이스 SQL Server 2014 SP2
웹 브라우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 및 도움말:

• Microsoft Edge
• Mozilla Firefox 5.x ~ 49.0.1
• Google Chrome 54.0.x 이하

기타 • net-tools 또는 iproute2(Linux 클라이언트 통신)
• Linux 클라이언트의 LiveUpdate에 더 이상 Java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DVD 설치 화면은 몇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단순합니다.

• 이후 화면이 아닌 첫 번째 화면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치에 500개 이하의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 ##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설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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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치 마법사에 로컬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표시되지만, USB 썸 드라이브 또는 디스
크 드라이브의 하드 디스크 공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법사에서는 시스템이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에만 관리 서버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시스템이 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가 계속됩니다. 관리 서버
가 시스템 드라이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권장 하드 드라이브 공간은 40GB입니다. 관리 서버가 대체 드라이브에서 필
요로 하는 공간은 15GB(시스템 드라이브) 및 25GB(설치 드라이브)입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HTTPS 프로토콜과 함께 설치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를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 HTTPS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이전 버전에서 업그
레이드하는 경우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이전 버전의 프로토콜을 유지합니다. HTTP를 사용하
는 업그레이드의 경우 HTTPS를 사용하는 새 관리 서버 목록을 생성하고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해당 목록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

• 기본 설치가 클라이언트 100개 미만에서 클라이언트 500개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화면과 테스트 이메일 화면이 한 화면으로 합쳐져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테스트하는 워크플로
가 개선되었습니다.

• 메일 서버와의 TLS 통신을 지원하는 옵션인 서버에 보안 연결(SSL) 필요를 포함합니다. 서버 속성 대화 상자에서 TLS
통신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SSL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도중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메일
서버 연결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LiveUpdate 실행 화면과 파트너 정보가 한 화면으로 결합되었습니다.
• 기본 구성 설정 확인 페이지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세 내역이 SEPMConfigurationSettings.txt 파일
에 기록됩니다. 이 파일은 <SEPM ## ##>\tomcat\etc 폴더에 위치합니다. 이전 릴리스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이 텍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 설치 마법사가 이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도록 대기하는 동안 진행률 표시줄에 설치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내장 데이터베이스 암호 재설정: 내장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잊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실행하
여 관리 서버를 재구성합니다. Windows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구 >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누르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

•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모양과 느낌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울리는 새로
운 아이콘과 글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예:
– 클라이언트 상태 아이콘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속된 방화벽 규칙이 음영이 있는 자주색이 아닌 기울임꼴로 표시됩니다.

• 시작 페이지의 영문 이름이 Welcome에서 Getting Started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작 페이지에는 처음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수행할 필요한 태스크 목록이 표시됩니다.

– 지금 LiveUpdate 실행: LiveUpdate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실행되어 유효한 바이러스 정의
세트를 하나 이상 다운로드합니다. 또는 LiveUpdate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연결하여 유효
한 바이러스 정의 세트를 하나 이상 다운로드합니다.

– 제품 활성화: 라이센스는 유효해야 하며 초과 배포되거나, 평가판 또는 업그레이드이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만료된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하나 이상 연결
해야 합니다. 홈 페이지 > 보안 상태 창에도 클라이언트가 하나 이상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태스
크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시작 페이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경우 화면 맨 아래에 이 페이지 다시 표시 안 함 확인란
이 나타납니다. 도움말 메뉴에서 시작 페이지를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 클라이언트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가 다음과 같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여는 명령이 클라이언트 추가에서 클라이언트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창 >
태스크를 누르거나 도움말 메뉴 > 시작 > 필요한 태스크 >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눌러 마법사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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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대화 상자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 제거되지 않은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제거는 다른 설치 방법이 작동하
지 않을 때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합니다. 손상되거나 오작동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를 제거하는 용도로만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안 함이 기본 설정이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필요가 없
는 경우 사용합니다.

• 마법사가 더 많은 타사 보안 제품을 제거합니다. "Third-party security software removal in Endpoint Protection(영
문)"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은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통해서 액세스하거나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
이언트 설치 설정 대화 상자를 통해 액세스합니다.

• 마법사의 그룹 및 설치 기능 세트 선택 창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모든 컨텐츠를 포함합니다 옵션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바이러스 정의를 포함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확인란의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이 옵션은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 있습니다. 선택 옵션이 이 옵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선호 모드 옵션이 제거됨: 마법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모드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선호 모드 옵션이 제거되
었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자 모드로 변경할 수 있지만 시스템 모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서버 기능

• 사용자 정의 복제 예약: 이제 하루에 여러 번 복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되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교
착 상태를 방지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리포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복제 예약이 한 시간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만 실행되어 복제 빈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았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보안 요구 사항과 고객 보고 요구 사항 때문
에 일별 복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을 가진 회사의 경우, 전용 관리 서버 간에 시간별 복제가 너
무 자주 발생하여 다음 복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복제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ow to install a second site and
configure it for replication(영문)"을 참조하십시오.

•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서브넷 마스크: 이제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클라이언트 서브넷 마스크를 추가하
여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항목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면 여러 서브넷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서브넷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 항목의 수를 수천 개에서 몇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
는 명시적 GUP 항목을 클라이언트에 적용하려면 수동으로 각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2.168.1.0 및 192.168.2.0 서브넷을 모두 입력하는 대신 192.168.0.0 서브넷과 255.255.0.0 서브넷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 제품 내부 통지: 기본 콘솔 페이지에서 최신 뉴스 링크를 누르면 열리는 Endpoint Protection 통지 웹 페이지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대한 최신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 새로운 뉴스 또는 알림이 있을 때마
다 종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웹 페이지를 열면 종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정보를 보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지원 페이지를 직접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 TLS 1.2 통신: 관리 서버 대 관리 서버 간 통신과 관리 서버 대 클라이언트 간 통신이 SSL 및 이전 버전의 TLS에서 TLS
1.2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니다.

• 관리자 계정: 관리자 계정의 개요 페이지에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암호 확인 시도 한계값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로그온을 잠그기 전까지 관리자가 잘못된 암호로 시도할 수 있는 로그온 횟수가 표시됩니다. 실
패한 암호 확인 시도에 관리자가 시도한 로그온 실패 횟수가 표시됩니다.

• 인증 탭의 계정 테스트 옵션이 계정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옵션은 연결된 Active Directory 서버 또는 LDAP 서버에
관리자 계정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모니터 페이지 > 로그 탭 및 리포트 페이지 > 빠른 리포트 탭에 있는 고급 설정 링크가 추가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능

• 장치 제어(Mac): 이제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장치 제어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제어는 USB, FireWire 등과
같은 이동식 장치의 사용을 제어합니다. 이 정책은 읽기, 쓰기 및 실행 권한을 지원하며 유형, 제조업체, 모델, 일련 번호
등에 기반한 장치를 지원합니다.

• 자동 업그레이드(Ma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Mac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 클라이언트용 보안 패치(Windows): 이제 LiveUpdate,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또는 관리 서버를 사용하여 Windows 클
라이언트에 대한 보안 수정 사항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옵션을 사용하여 보안 수정 사항을 바
이러스 정의 업데이트처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수정 사항을 관리 서버로 다운로드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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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안 수정 사항을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하려면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최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버전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보안 패치 다운로드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충돌 문제 해결(Windows): 클라이언트가 충돌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새 구성 요소가 클라이언
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만텍 서버에 보고합니다. 시만텍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충돌 원인을 파악하고 제품을
개선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려면 관리 > 서버 > 사이트 속성 편집 > 데이터 수집 탭을 누르고 시만텍에서 문제를 신속
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Windows 10 장치 보호를 위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드라이버(Windows): Windows 10에는 장
치 보호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장치에서 새로운 또는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 변종과 지능형 지
속 위협(APT)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치 보호에서는 하드웨어 기술과 가상화를 사용하여 하이퍼바이저 관련 기능을
나머지 Windows 운영 체제로부터 격리합니다.

API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는 Symantec Advanced Threat Protection(ATP)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하여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REST API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API를 사용합니다. 설명서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https://SEPM-IP:8446/sepm/restapidocs.html. 여기서 SEPM-IP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
• RMM(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용 API에 새로운 assignQuarantinePolicy 명령이 포함됩니다. 이 명령은 여러 그
룹의 검역소 위치에 정책을 할당합니다. 또한 RMM API 문서 폴더의 이름이 Tools\Integration## Tools
\WebServicesDocumentatio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semapisrv 서비스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대한 API 명령을 수신합니다.

도구

이 목록의 도구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FileConnect에서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의 \Tools 폴더에 있습니다.

• DeviceInfo(Mac): DeviceInfo 도구를 사용하여 Mac 클라이언트에서 장치 제어 정책에 사용할 특정 장치의 장치 공급업
체, 모델 또는 일련 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Tools\DeviceInfo 폴더에 있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TLS 지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Microsoft SQL
Server 간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수행됩니다. SetSQLServerTLSEncryption.bat 도구를 사용
하여 관리 서버와 Microsoft SQL Server 간 통신의 TLS 암호화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버전 14부
터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관리 서버 설치 환경에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도구는 <## ####>\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Tools에서 액세스합니다.

• SymHelp가 SymDiag로 대체됨: SymHelp 도구가 Symantec Diagnostic(SymDiag) 도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ymDiag는 일반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지원 부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타 도움말과 지원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다목적 진단 도구입니다.

• 컨텐츠 배포 모니터 도구: 컨텐츠 배포 모니터 도구는 사용 환경의 관리 서버, 클라이언트 및 GUP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도구는 진단 현황 및 컨텐츠 배포 상태, 사이트 처리량,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레코드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새로운
사이트 정보 탭에는 이 사이트의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시스템 간의 마지막 하트비트 이후에 수집된 처리량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 도구는 \Tools\ContentDistributionMonitor 폴더에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 도구가 지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구를 SEPMMonitor라고도 했습니다.

• SEPPrep 도구가 제거됨: 이전 릴리스에서는 타사 경쟁업체의 보안 소프트웨어와 시만텍 소프트웨어를 원격에서 또
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제거하기 위해 지원되지 않는 SEPPrep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의 클라
이언트 설치 설정 대화 상자에 타사 제품과 시만텍 제품 모두를 제거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원격으로 제거하기 위해 Tools\Cleanwipe 폴더에서 Cleanwipe 도구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
니다.

• 검역소 서버 및 검역소 콘솔 폴더가 제거됨: 중앙 검역소 서버 및 검역소 콘솔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화
면과 Tools\CentralQ 폴더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중앙 검역소 도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도구는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거되었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다음 기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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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2003, 모든 데스크톱 운영 체제 또는 모든 32비트 운영 체제 기반 설치.
– SQL Server 2005, SQL Server 2008 SP3 이하 및 SQL Server 2008 R2 SP2 이하.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1.x 또는 12.0에서 14로 마이그레이션. 먼저 최신 버전의 12.1로 업그레이
드하거나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제거해야 합니다. 11.x 또는 12.0에서 14로 마이그
레이션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경고가 표시됩니다.

– 11.x용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가져오는 기능.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웹 콘솔은 Internet Explorer 8, 9 또는 10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다음 기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 모든 버전의 Windows XP/Server 2003 기반 설치.
– Windows XP에 기반하는 모든 버전의 Windows Embedded(예: Windows Embedded Standard 2009) 기반 설치.
– Mac OS X 10.8
– 11.x 또는 12.0 클라이언트의 업데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1.x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업데이트된 컨텐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11.x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계속 보호
하고 가능한 최선의 보안을 실현하려면 클라이언트를 버전 11.x에서 14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아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1.x 또는 12.0이 설치된 시스템을 표시하는 리포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11.x 및 12.0 버전이 설치된 시스템의 목록을 표시하는 통지를 추가하려면 모니터 > 통지 탭을 누르십시오.

•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 지원이 201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명 종료됩니다. 버전 14는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을 사용하려면 버전 12.1.5 이하를 사
용해야 합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움말에는 Symantec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에 대
한 문서가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VSIC(vShield 지원 공유 인사이트 캐시) 및 SVA(보안 가상 장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및 스
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Windows 설정 > 기타 > 공유 인사이트 캐시 탭에 공유 인사이트 캐시 실행 또는 VMware
vShield를 사용하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 옵션이 없습니다. 대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가상 인프라를 위한 공유 인사이트 캐시 및 가상 이미지 예
외 기능을 계속 제공합니다. Symantec Data Center Security: Serv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함께 실행할 수
도 있습니다.

• 홈 페이지 > 일반 태스크 메뉴가 제거되었습니다. 일반 태스크 메뉴는 실제로 필요한 작업의 목록이었습니다. 일반 태스
크와 필요한 태스크 모두의 목록을 보려면 도움말 > 시작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시작 페이지는 업그레이드할 때 또는
필요한 태스크 중 하나라도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 LiveUpdate 설정 정책 > 고급 설정 탭의 LiveUpdate 연결에는 표준 HTTP 헤더가 필요합니다 옵션이 제거되었습니다.
12.1.6에서는 연결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이외의 방화벽이 차단할 수 있는 비표준 헤더를 사용하는 경우
LiveUpdate 연결에 대한 표준 HTTP 헤더를 요구하기 위해 이 옵션을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는 표준 HTTP 헤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 Symantec AntiVirus 10.x 이하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에 대해 관리자의 리포트 실행을 제한하는 옵션이 제거되
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Symantec AntiVirus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지원하지 않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 예외 정책 >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예외의 적용 열이 제거되었습니다. 적용 열은 11.0.x 클라이언트 및 12.1.x 이상 클
라이언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11.0.x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서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설치하고 즉시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새로운 ## ##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설치가 적용된 500개 미만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버전 14에는 ## ###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 정의 가능한 설치에 대해서는 대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 # ## ###의 시작 장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는 ## ###에 있던 것과 동일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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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일부 용어의 정의 검토

용어 설명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정의합니다.

Bloodhound
Bloodhound는 알려지지 않은 다량의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해 파일의 논리 지역을 격리하고 위치를 찾아내어 바이러스와
유사한 활동에 대해 프로그램 논리를 분석합니다.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은 시작 시 로드되는 위협 요소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Microsoft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와 통합되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
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Microsoft Windows 8 및 Windows Server 2012에서 지원됩니다.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는 첫 번째로 초기화되어 다른 시작 드라이버에서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특수한 유형의 드
라이버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드라이버에서 시작 드라이버를 탐지한 경우 드라이버 상태가 좋음, 불량 또
는 알 수 없음 중 어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드라이버는 이 정보를 Windows로 전달하여 탐
지된 드라이버의 허용 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정에는 불량 드라이버 및 불량 위험 드라이버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로 처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불량 위험 드라이버는 멀웨어로 식별되지만 시스템 시작에 필요한 드라이버입니다. 기본적으로 Windows는 알
수 없는 드라이버를 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드라이버를 차단하는 오탐지가 발생한 경우 재정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드라이버를 차단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정을 적용하려면 Windows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Windows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여 Windows ELAM 설정을 보고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파일 평판
파일 평판은 파일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또는 해롭지 않은지를 나타냅니다. 시만텍은 파일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파일의 평판을 확인합니다.

인사이트
Insight는 검사에서 디지털 시그니처가 있는 파일과 신뢰할 수 있는 양호한 파일을 건너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부 파일
에는 일반적인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처음 검사한 후에는 취약점 정의가 거의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
후 검사에서 해당 파일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또한 Insight는 파일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을 건너뜁니
다. 사용자가 신뢰 수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Trusted 및 Community Trusted를 선택하는 경우 검사에서 더
많은 파일을 건너뛰므로 덜 안전합니다. Symantec Trusted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검사에서 더 적은 파일을 건너뛰므로 더
안전합니다.

검사에서 파일을 건너뛰면 검사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조회
인사이트 조회는 12.1.x 클라이언트를 위한 몇 가지 클라우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사이트 조회는 예약 검사나 수동
검사의 일부로 실행되며 지원되는 포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의 평판을 확인합니다. 인사이트 조회는 클라우드의 시만텍 평
판 데이터베이스(Symantec Insight)에서 평판 정보를 가져옵니다. 평판 데이터는 Symantec Global Intelligence Network의
정보에 기반하는 파일의 잠재적인 악의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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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4부터 인사이트 조회의 탐지 수준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인사이트 조회는 다운로드 인사이트의 탐지 수준을 사용합
니다.

NOTE

인사이트 조회는 폴더 또는 드라이브에 대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름 검사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포털
파일에 대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름 검사에서 실행됩니다.

.slf 파일이란?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은 파일 확장자 .slf(시만텍 라이센스 파일)를 사용합니다.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시만텍 라이센스 파
일을 이메일로 수신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일이 이메일로 전송된 경우 이메일에 .zip 파일로 첨부됩니
다. .zip 파일 내에 .slf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일에는 시만텍 제품의 하나 이상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하나 이상의 라이센스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라이센스 파일에는 각 제품별 보안 XML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변경하려면 라이센스를 손상시
키거나 무효화해야 합니다.

시만텍 제품을 활성화하려면 .slf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활성화 마법사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구매하려면 선호하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위험 요소 카테고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위험 요소 유형을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멀웨어 카테고리에는 바이러스라는 하위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제품에는 매크로 및 비매크로 바이러스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
크로 및 비매크로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 하위 카테고리의 일부로 탐지됩니다.

보안 위험 요소에는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및 기타 시스템을 위험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보안
위험 요소 하위 카테고리는 시만텍이 위험 요소에 대한 새 정보를 습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깨끗한 것으로 판단한 파일을
검사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파일에서 위협 요소를 검사하고 파일이 깨끗한 것으로
판단하면 클라이언트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제출합니다. 이후 동일한 파일을 검사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조회하여 파일이 깨끗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깨끗할 경우 클라
이언트는 해당 파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파일에서 바이
러스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제출합니다.

시만텍은 가상 인프라에서만 공유 인사이트 캐시 기능을 사용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SONAR
SONAR는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에서 실행될 때 이를 탐지하는 실시간 보호 기능입니다. SONAR
는 지능형 검사와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롭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 요소를 탐지합니다. SONAR는 위협 요소를 처리하
기 위한 일반적인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정의가 생성되기 전에 위협 요소를 탐지하므로 "제로 데이" 보호를 제공합
니다.

Virtual Image Exception이란?
관리자는 기본 이미지를 활용하여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환경을 위한 가상 시스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기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위협 요소 검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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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파일을 우회할 경우 디스크 I/O에 대한 리소스 로드가 줄어듭니다. 또한 VDI 환경에서 CPU 검사 프로세스 성능도 개선
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기본 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실행하십시오.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는 속성을 추가하여 기본 이미지 파일을 표시합니다.
파일을 수정하면 이 속성이 제거됩니다. 이 도구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도구 설치 파일의 /Virtualization/
VirtualImageException 폴더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 검사를 시작할 때 이 속성을 확인하도록 하려면 이 기능
을 실행하십시오. 기본 이미지 파일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파일 검사를 건너뜁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와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모두에 대해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Virtual Image Exception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 CD/DVD 드라이브, USB 드라이브 등의 비고정 드라이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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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화 상자 도움말

대화 상자의 설정에 대한 참조 정보

이 섹션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대화 상자에 대한 모든 도움말 항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로그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필터 설정
기본 필터를 사용하여 로그 또는 빠른 리포트를 보거나, 데이터 보기를 제한하도록 필터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한 필터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옵션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필드에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217: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기본 필터 옵션

옵션 설명

로그 유형 또는 리포트 유
형

로그 이름 또는 리포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로그 컨텐츠 또는 리포트
선택

보려는 특정 로그 또는 빠른 리포트를 지정합니다. 일부 로그 또는 리포트의 경우 유형이 두 가지 이상입니
다.

저장된 필터 사용 보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필터를 지정합니다.
감사 정보를 보기 위해 명명하고 저장한 기본 필터 또는 사용자 정의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 로그에서 보려는 이벤트의 시간 범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 또는 지난 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특정 날짜 설정을 선택한 경우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로그의 기본 옵션
모든 로그의 옵션에는 로그 중 하나를 본 후 로그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218: 모든 로그의 옵션

옵션 설명

자동 새로 고침 이 로그가 새로 고쳐지는 주기를 지정합니다.
뒤로 로그 필터로 돌아갑니다.
내보내기 이 필터링된 목록에 있는 로그 데이터를 쉼표로 분리된 파일로 내보냅니다.
상세 내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상세 내역을 표시합니다.
적용된 필터 보기 로그에 적용한 필터에 대한 보기를 제공합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가장 일반적인 추가 설정에는 로그 및 리포트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필터 설정이 나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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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9: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가장 일반적인 추가 설정

옵션 설명 로그 또는 리포트

이벤트 유형 보려는 이벤트를 트리거한 구성 요소 또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모두
심각도 보려는 이벤트의 최소 심각도 수준을 표시합니다.

이 설정은 지정된 심각도 수준 이상만 표시하도록 화면을 필터링합니다. 예
를 들어 중요를 선택하면 중요 이벤트와 위험 이벤트가 둘 다 나타납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컴플
라이언스,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
용 완화, 시스템

운영 체제 이 운영 체제가 있는 시스템만 포함합니다. 장치 제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상태,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
화, SONAR, 위험 요소, 검사

사이트 정보를 보려는 로컬 사이트 또는 원격 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
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려진 사이트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
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상태,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시
스템

도메인 정보를 보려는 도메인을 포함합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
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려진 도메인 목
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룹 정보를 보려는 그룹을 지정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
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려진 그룹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모든 그룹은 기본 상위 그룹의 하위 그룹이기 때문에 이 필터로 그룹
을 검색하면 기본 그룹 이름으로 시작하여 계층적으로 검색됩니다. 그룹 이
름이 동일한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때 검색
문자열 앞에 별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Note: 예를 들어 이름이 Purchasing인 그룹이 있는 경우 이 상자에 p*를
입력하면 어떠한 그룹도 검색되거나 보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Purchasing인 그룹을 찾으려면 *p*를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모두(감사 제외)

서버 정보를 보려는 관리 서버를 지정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
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려진 서버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시스템 정보를 보려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
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분리
된 목록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컴플
라이언스, 시스템 상태,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SONAR, 위
험 요소, 검사

사용자 정보를 보려는 사용자 이름을 포함합니다. 모두
IP 주소 정보를 보려는 시스템의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IP 주소를 사용하여 로그나

리포트를 필터링하려면 시스템 상태 로그 보기에 나타나는 IP 주소를 사용
하십시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
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분리
된 목록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로그를 내보내면 IP 주소가 x.x.x.x 형식이 아닌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 IP 주소는 원격 시스템이 아닌 관리 서버에서 위험 요소가 탐
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컴플
라이언스, 시스템 상태,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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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로그 또는 리포트

원격 IP 주소 정보를 보려는 원격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호스트 이름만 지원하며 IPv4 또는 IPv6 주소는 지원하지 않습니
다. 호스트 이름이 올바른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네트워크 및 호스
트 악용 완화,

원격 호스트 정보를 보려는 원격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네트워크 및 호스
트 악용 완화,

로그 보기

감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감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는 정책 수정 이벤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리포트에는 정책이 사용됨이라는 단일 리포트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Table 220: 감사 로그 보기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정책 이름 정보를 보려는 정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
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유형
• 도메인
• 사이트
• 서버
• 사용자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모든 로그의 기본 옵션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필터 설정

컴플라이언스 로그 및 빠른 리포트
클라이언트 호스트 무결성 로그 및 빠른 리포트는 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 무결성 검사의 상세 내역을 추적합니다.

일부 필드에서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려진 사이트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호스트 무결성 로그 > 추가 설정

컴플라이언스 빠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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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클라이언트 호스트 무결성 로그 > 추가 설정

옵션 설명

• 이벤트 유형
• 운영 체제
• 심각도
• 사이트
• 도메인
• 그룹
• 서버
• 시스템
• 사용자
• IP 주소
• 원격 호스트
• 원격 IP 주소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프로토콜 정보를 보려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TCP 또는 ICM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 정보를 보려는 트래픽 방향을 지정합니다.

Table 222: 컴플라이언스 빠른 리포트

옵션 설명

호스트 무결성 상태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거나 실패한 클라이언트가 표시됩니다.
• Passed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었고 유효한 UID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 확인 및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 실패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었고 유효한 UID를 가지고 있지만 정책 확인 및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
별 클라이언트 요약

이 리포트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차단, 방화벽, VPN 등 제어 실패 이벤트의 일반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
상세 내역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개별 검사의 실패율을 표시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별 클라이언트 요약보
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와 바이러스 차단이 설치
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위치별 컴플라이언
스 실패 클라이언트

이 리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위치보다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많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와 빠른 리포트에는 일부 유형의 동작이 차단되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
한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및 유형, 수행한 작업, 도메인, 호스트, 규칙 및 호출자 프로세스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한 정보와 장치 제어 기술로 탐지되는 하드웨어 동작 및 소프트웨어 동작에 대한
정보가 수집됩니다.

NOTE

제어 로그에 단일 이벤트에 대한 로그 항목이 두 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을 읽은
다음 파일에 쓰려고 하는 경우 두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에 쓴 다음 파일을 삭제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두 항목이 표시됩니다. 또한 제어 로그에 나타나는 이벤트는 파일 크기를 실제 파일 크기가
아닌 0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파일을 생성하거나 작성하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 제
어 규칙이 트리거될 경우 파일 크기가 0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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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3: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 및 리포트와 장치 제어 로그 및 리포트의 추가 필터 옵션

옵션 설명

• 심각도
• 이벤트 유형
• 운영 체제
• 사이트
• 도메인
• 그룹
• 서버
• 시스템
• 사용자
• IP 주소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테스트 모드 정책이 설정된 모드에 따라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테스트(로그 기록만) 모드의 경우 예를 누르고 프로덕션
모드의 경우 아니요를 누르십시오. 아니요를 누르면 프로덕션 모드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고
테스트(로그 기록만) 모드의 시스템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정보를 보려는 작업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차단 또는 계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 응용 프로그램 제어가 탐지한 파일 크기를 지정합니다. 모든 파일 또는 지정된 크기보다 작거나 큰 파일에 대
한 정보를 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출자 프로세스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프로세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폴더에 기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폴더에 문서를 저장하려고 하면
winword.exe가 호출자 프로세스인 위치에 이벤트가 기록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분리된 목록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 창의 옵션에는 로그 중 하나를 본 후 로그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정리되어 있습니
다.

Table 224: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로그 창의 옵션

옵션 설명

작업 선택한 프로세스를 예외 정책에 추가하여 클라이언트가 해당 프로세스를 검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예외 정책
에 프로세스 추가를 누르고 시작을 누르십시오.

Table 225: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빠른 리포트 유형

옵션 설명

App 제어 알림 로그가 가
장 많은 그룹

보려는 이벤트의 최소 심각도 수준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지정된 심각도 수준 이상만 표시하도록 화면을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를 선택하면 중요 이벤트와 위험 이벤트가 둘 다 나타납니다.

차단된 상위 대상 이 옵션은 App 제어 알림 로그가 가장 많은 그룹 리포트와 차단된 상위 대상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차단된 상위 장치 이 옵션은 차단된 상위 장치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그의 기본 옵션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필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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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태 로그 및 리포트
시스템 상태 로그 및 리포트에는 감염된 시스템 또는 최신 정의 업데이트가 있는 시스템과 같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작동 상
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스템 상태 로그에서 일부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시스템 상태 로그에는 Power Eraser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리포트 아이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의 경우 특정 날짜 설정 > 다음 이후 체크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 날짜 및 시간 이후 해당 서버로 체
크인되지 않은 시스템과 관련된 항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Table 226: 시스템 상태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추가 설정 > 표준 옵션

옵션 설명

정의 날짜 바이러스 정의 날짜가 지정된 날짜 또는 지정된 버전 이후인 시스템만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특정 바이러스 정의 버전은 이 목록에서 선택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태스크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워지므로 이 목록에 나타나는 버전 수는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제품 버전 지정된 클라이언트 버전보다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시스템을 찾습니다.
정책 버전 이 정책 버전이 있는 시스템만 포함합니다.
서비스 팩 이 서비스 팩이 있는 시스템만 포함합니다.
IPS 버전 지정된 버전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가 있는 시스템만 포함합니다.
다음보다 오래된 마
지막 검사 시간

이 시간 이전에 마지막 검사가 수행된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도록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4시간 또는 지난
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 도메인
• 그룹
• 서버
• 시스템
• 사용자
• IP 주소
• 운영 체제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온라인 상태 온라인에는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만 포함됩니다. 오프라인에는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
스템만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Table 227: 시스템 상태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추가 설정 > 컴플라이언스 옵션

옵션 설명

호스트 무결성 상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호스트 무결성 검사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지정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이유 이 이유로 현재 호스트 무결성 상태가 발생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가 변

경된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 확인란 지정된 보호가 실행 중지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표시하려면 확인란을 누르십시오.

감염된 항목만: 감염된 시스템만 표시합니다.
신뢰하는 플랫폼 모듈이 설치됨: 신뢰하는 플랫폼 모듈 장치

모든 로그의 기본 옵션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필터 설정

 621



 

시스템 보호 보기

사기 로그 및 리포트
사기 로그 및 리포트에는 기만자 활동의 결과로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시 보낸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만자는 공격자의 관심을 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만자는 공격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이벤트만 클라이언트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보냅니다.

사기는 중요한 데이터와 공격 벡터로 보이는 항목을 잠재적 공격자에게 제시할 때 사용하는 일련의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
구를 사용하여 침투 시도를 빠르게 탐지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로그의 이벤트에 수행할 작업에는 로그 보기를 누른 후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 사기 리포트에는 기만자 활동에 대한 빠른 리포트 및 예약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Table 228: 사기 로그의 이벤트에 수행할 작업

옵션 설명

클라이언트를 검역소에
배치

손상된 것으로 여겨지는 클라이언트를 검역소로 이동합니다.

검역소에서 클라이언트
제거

검역소에서 클라이언트를 제거합니다. 공격이 무효화되었거나 실수로 클라이언트를 검역소에 보관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Table 229: 사기 리포트

요약 설명

사기 활동이 가장 많은 시스템 지정된 시스템의 기만자 이벤트를 기준으로, 공격자 활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클라이언트 시스
템을 표시합니다.
기만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파일 같은 아티팩트로 구성됩니다. 공격자가 아티팩트를
사용하면 아티팩트가 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설계상 아티팩트는 일반 사용자에게 숨겨지며 침입자
를 유인합니다.

사기 활동이 가장 많은 프로세스 공격자가 사기 이벤트를 트리거할 때 사용하는 호출자 프로세스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조회(DNS) 기만자를 트리거하는 데 ping.exe가 사용되었다면 ping.exe가 호출자 프로세스입니다.

사기 활동이 가장 많은 사용자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기만자 이벤트를 기준으로 공격자 활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가장 많이 트리거된 사기 공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기만자를 표시합니다.

모든 로그의 기본 옵션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필터 설정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및 빠른 리포트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및 리포트에는 방화벽에 대한 공격, 방화벽 트래픽 및 패킷에 대한 정보와 침입 차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로그에는 메모리 악용 완화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버전 14.2부터 IPv4 및 IPv6이 IP 참조에 지원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IPv4만 지원됩니다.

NOTE

와일드카드 문자를 허용하고 일치 항목을 검색하는 필터 옵션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별표 문자
중 ASCII 별표 문자만 와일드카드 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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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및 리포트의 추가 필터 설정에서는 로그 및 리포트에 대한 추가 필터 설정을 설명합니
다.

Table 230: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의 유형

옵션 설명

공격 표시되는 정보에는 시간, 공격 유형, 도메인, 그룹, 시스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이름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로는 심각도, 방향 및 프로토콜, 로컬 호스트 IP/원격 호스트 IP, 위치, 개수 등이 제공됩니다.

트래픽 표시되는 정보에는 시간, 이벤트 유형, 작업, 심각도, 방향, 시스템, 로컬 호스트 IP/원격 호스트 IP,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이름 및 개수 등이 포함됩니다.

패킷 표시되는 정보에는 시간, 이벤트 유형, 작업, 도메인, 방향, 시스템, 로컬 호스트 IP, 로컬 포트 및 원격 호스트
IP 등이 포함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표시되는 정보에는 시간, 시그니처 ID, 그룹,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이름, 심각도, 로컬 호스트 ID, 클라이언
트 사용자 이름, 프로필 일련 번호 및 위치가 포함됩니다.

Table 231: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및 리포트의 추가 필터 설정

옵션 설명

• 심각도
• 이벤트 유형
• 운영 체제
• 사이트
• 도메인
• 그룹
• 서버
• 시스템
• IP 주소
• 사용자
• 원격 호스트
• 원격 IP 주소
• 로컬 IP 주소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방향 정보를 보려는 방향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바운드 또는 알 수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컬 포트(또는 ICMP 유
형)

정보를 보려는 로컬 포트 또는 ICMP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트래픽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포트 패킷 로그의 경우 정보를 보려는 로컬 포트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패킷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상태 정보를 보려는 차단된 상태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패킷 로그와 트래픽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정보를 보려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TCP 또는 ICM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공격 로그와 트래픽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이 옵션을 사용하여 메모리 악용 완화 기술이 차단하거나 종료한 응용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에만 해당합니다.

프로필 일련 번호 정책 번호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거나 종료한 정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에만 해당합니다.

위치 이 옵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악용 공격의 비율이 높거나 낮은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에만 해당합니다.

모든 로그의 기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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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필터 설정

SONAR 로그
SONAR 로그에는 SONAR에서 탐지한 위협 요소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SONAR는 알려진 위험 요소 동작과 유사한 동
작을 탐지하여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를 찾아냅니다.

SONAR 빠른 리포트는 위험 요소 빠른 리포트의 일부입니다. 리포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옵션은 위험 요소
빠른 리포트 도움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 로그 및 빠른 리포트

SONAR 로그의 추가 필터 설정에서는 로그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을 설명합니다.

SONAR 로그의 작업 옵션에서는 로그의 옵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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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2: SONAR 로그의 추가 필터 설정

옵션 설명

• 이벤트 유
형

• 도메인
• 그룹
• 서버
• 시스템
• IP 주소
• 사용자
• 운영 체제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수행한 작업 정보를 보려는 수행한 작업을 지정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두
• 액세스 거부됨
클라이언트의 자동 보호 부분에서 파일이 생성되지 못하게 차단한 이벤트를 봅니다.

• 잘못된 작업
수행한 작업이 잘못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여전히 시스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모든 작업 실패
구성된 모든 작업이 실패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불량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사 엔진 실패가 발생한 이벤트를 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여전히 시스템에 있는 것일 수 있
습니다.

• 제거됨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삭제로 제거됨
구성된 작업은 "제거"이지만 삭제 이외에 해당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파일이 삭제된 이벤트를 확인합니
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에 필요합니다.

• 매크로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나 삭제됨
삭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파일에서 매크로 바이러스가 제거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Symantec
AntiVirus 8.x 이하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이벤트에만 적용됩니다.

• 삭제됨 또는 제거됨
소프트웨어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키와 같은 개체를 삭제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제외함
사용자가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에서 제외하도록 선택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은 사용자에게 프
로세스를 종료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행 작업 없음
위험 요소에 대한 수행 작업이 없는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처음으로 구성된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인 경우
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처음으로 구성된 작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구성된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위험 요소가 시스템에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복구 없음
위험 요소가 탐지되었지만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복구가 없는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복구할 수 없음 - Power Eraser 검사는 복구 시 권장됨
• 부분 복구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영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이벤트를 봅니다.
• 보류 중인 복구 또는 관리자 작업
사용자가 여전히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 교정을 완료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프로세
스 종료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이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종료
프로세스가 종료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프로세스 종료, 재시작 대기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하지만 이 작업을 완료하려면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검역소에 보관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를 검역소에 보관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복원됨
• 의심
검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탐지했지만 교정하지 않은 이벤트를 봅니다. 검사에서 위험 요소를 교정하지 않은
이유는 교정할 수 없거나 탐지를 기록만 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 위협 요소가 차단됨 - Power Eraser 검사는 복구 시 권장됨
• 재시작 필요 - 검역소에 보관됨
• 재시작 필요 -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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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위험 요소 심
각도

정보를 보려는 위험 요소의 심각도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알 수 없음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는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서 등급을 지정하지 않은 위험 요소입니다.
심각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만텍 보안 연구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위험 수준 정보를 보려는 위험 요소의 수준을 지정합니다. SONAR에서는 위험 요소가 낮음, 중간 또는 높음으로 분류됩니다.
위험 요소 이
름

정보를 보려는 위험 요소 이름을 지정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응용 프로그
램

정보를 보려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SONAR 로그의 작업 옵션에서는 로그에서 예외 정책에 추가할 수 있는 예외를 설명합니다. 예외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십
시오.

Table 233: SONAR 로그의 작업 옵션

옵션 설명

예외 정책에 폴더 추가 파일이 있는 곳에 SONAR 폴더 예외를 생성하고 하위 폴더에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SONAR
에만 적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허용 무시 작업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생성합니다. 파일은 해시를 통해 식별됩니다. 예외는 SONAR와 모
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적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차단 검역소에 보관 작업과 함께 SONAR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생성합니다. 파일은 해시를 통해 식별됩니다.
웹 도메인 신뢰 파일이 다운로드된 URL에 적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생성합니다. 예외는 다운로드 인사이

트에서 탐지한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위험 요소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위험 요소 로그 및 리포트에는 서버와 해당 클라이언트의 위험 요소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표시되는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이벤트 실제 작업, 사용자 이름, 시스템, 위험 요소 이름, 발생지, 개수 및 파일 경로가 포함됩니다.

로그 및 리포트의 일부 검사 작업에서는 특정 탐지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로그 및
리포트에서는 수행한 작업으로 필터링하여 이 권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Power Eraser 탐지는 위험 요소 리포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Power Eraser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플래그를 지정
하는 통합 검사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실제 탐지 수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탐지 내용은 리포트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로그에는 탐지 내용이 표시됩니다.

작업에서는 위험 요소 로그의 옵션을 설명합니다.

위험 요소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설정 필터 옵션에서는 일부 빠른 리포트의 필터 옵션을 설명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추가 설정 필터 옵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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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4: 위험 요소 로그 및 빠른 리포트 보기의 추가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수행한 작업 정보를 보려는 수행한 작업을 지정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모두
• 액세스 거부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자동 보호 부분에서 파일이 생성되지 못하게 한 이벤트를 봅니다.
• 잘못된 작업
수행한 작업이 잘못된 이벤트를 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여전히 시스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모든 작업 실패
일부 이유로 위험 요소에 대해 구성된 1차 작업과 2차 작업을 모두 실행할 수 없는 이벤트를 봅니다.

• 불량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사 엔진 실패가 발생한 이벤트를 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여전히 시스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제거됨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제거한 이벤트를 봅니다.

• 삭제로 제거됨
구성된 작업이 "제거"였으나 해당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이 삭제뿐이므로 파일이 삭제된 이벤트를 봅니다. 예
를 들어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에 필요합니다.

• 매크로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나 삭제됨
삭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파일에서 매크로 바이러스가 제거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Symantec
AntiVirus 8.x 이전 버전을 실행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이벤트에만 적용됩니다.

• 삭제됨 또는 제거됨
소프트웨어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키와 같은 개체를 삭제한 이벤트를 확인합니
다.

• 제외함
사용자가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에서 제외하도록 선택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은 사용자에
게 프로세스를 종료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행 작업 없음
위험 요소에 대한 수행 작업이 없는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 작업은 처음으로 구성된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
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처음으로 구성된 작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구성된 작
업이 수행 작업 없음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위험 요소가 시스템에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
미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복구 없음
위험 요소가 탐지되었지만 이 위험 요소의 부작용에 사용할 수 있는 복구가 없는 이벤트를 봅니다.

• 복구할 수 없음 - Power Eraser 검사는 복구 시 권장됨
검사가 특정 탐지의 부작용을 복구하지 못한 이벤트를 봅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한 시스템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합니다. Power Eraser가 위협 요소를 탐지한 후에는 수동으로 복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부분 복구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영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이벤트를
봅니다.

• 보류 중인 복구 또는 관리자 작업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시스템의 위험 요소 교정을 완료하기 위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벤트를 봅니다. 예
를 들어 프로세스를 종료하라는 프롬프트에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보류 중인 복구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류 중인 관리자 작업은 Power Eraser에서 관리자가 콘솔의 로그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
나타납니다.

• 작업 종료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할 이벤트를 봅니다.

• 프로세스 종료, 재시작 대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재시작하여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할 이벤트를 봅니다.

• 검역소에 보관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를 검역소에 보관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 복원됨
관리자가 삭제했지만 복원하도록 선택한 Power Eraser 이벤트를 봅니다.

• 의심
SONAR 검사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탐지했지만 조정할 수 없거나 탐지를 기록만 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은 이벤트를 봅니다.

• 위협 요소가 차단됨 - Power Eraser 검사는 복구 시 권장됨
검사가 위협 요소를 탐지하여 차단했지만 파일을 제거하거나 복구하지 않은 이벤트를 봅니다. 이러한 이벤트
가 발생한 시스템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합니다. Power Eraser가 위협 요소를 탐지한 후에는 수동
으로 복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재시작 필요 - 검역소에 보관됨
검사 결과 위험 요소를 검역소에 보관한 다음 재시작이 필요한 이벤트를 봅니다.

• 재시작 필요 - 제거됨
검사 결과 위험 요소를 제거한 다음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이벤트를 봅니다.

• 관리자에 의한 수행 작업 없음
관리자가 검토했지만 그대로 두고 재조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Power Eraser 이벤트를 봅니다. 이 이벤트 작업
은 클라이언트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로그 보기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해당 이벤트에는 이벤트
작업이 계속해서 "분석 대기 중"으로 표시됩니다.

검사 유형 정보를 보려는 검사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 검사, 콘솔 또는 유휴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예약 검사에는 예약된 모든 검사 유형인 능동 검사, 전체 검사 또는 사용자 정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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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위험 요소 유형 정보를 보려는 위험 요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멀웨어, 쿠키 또는 원격 액세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유형
• 도메인
• 그룹
• 서버
• 시스템
• IP 주소
• 사용자
• 운영 체제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위험 요소 이름 위험 요소의 이름을 아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분리된 목록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보려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분리된 목록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위험 요소 로그에서 예외 정책에 추가할 수 있는 예외를 설명합니다. 예외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십시오.

Table 235: 작업

옵션 설명

예외 정책에 위험 요소 추
가

알려진 위험 요소 예외를 생성합니다. 애드웨어 또는 스파이웨어와 같은 보안 위험 요소로 탐지된 알려진 보
안 위험 요소인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예외 정책에 파일 추가 탐지된 파일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앞으로 해당 파일을 탐지하지 않도
록 합니다. 파일은 파일 경로를 통해 식별됩니다.

예외 정책에 폴더 추가 탐지된 파일이 있는 위치에 폴더에 대한 예외를 생성합니다. SONAR 검사가 아닌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만 적용됩니다. 예외는 자동으로 하위 폴더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외 정책에 확장 추가 탐지된 파일의 확장자에 대한 예외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파일의 확장자가 .doc인 경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검사하지 않을 확장자 목록에 DOC가 추가됩니다.

웹 도메인 신뢰 파일이 다운로드된 URL에 적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생성합니다. 예외는 다운로드 인사이
트에서 탐지한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허용 무시 작업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생성합니다. 파일은 해시를 통해 식별됩니다. 예외는 SONAR와 모
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적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차단 검역소에 보관 작업과 함께 SONAR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생성합니다. 파일은 해시를 통해 식별됩니다.
검역소에서 삭제 예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항목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검역소에서 제거합니다.
Power Eraser 분석 시작 선택한 위험 요소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탐지된 위험 요소에

대해 Power Eraser를 실행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Power Eraser가 탐지한
위험 요소 삭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Power Eraser가 탐지한 선택된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Power Eraser가 탐지한 위
험 요소를 수동으로 제거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Power Eraser는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Power Eraser가 삭제한
위험 요소 복원

Power Eraser가 탐지했으며 사용자 또는 다른 관리자가 이전에 삭제한 파일을 복원합니다.

Power Eraser가 탐지한
위험 요소 무시

선택한 탐지를 승인합니다. 선택한 탐지를 검토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후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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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6: 위험 요소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그룹화 기준 정보를 보려는 대상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 탐지 수의 경우 시스템별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서 탐지된 새 위험 요소의 경우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 분포 요약의 경우 위험 요소 이름 또는 원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성
. . .

이 옵션은 종합 위험 요소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위험 요소 리포트에는 모든 분포 리포트와 새 위험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 옵션을 눌러 이 리포트
의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X축 3D 막대 그래프의 X축에 사용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 또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그래프에는 이 축 변수의 상위 5개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을 변수 중 하나로 선택한 경우 감염된 시
스템이 5개 미만이면 그래프에 감염되지 않은 시스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가장 많이 탐지된 위험 요소 상관 관계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Y축 3D 막대 그래프의 Y축에 사용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또는 위험 요소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Note: 그래프에는 이 축 변수의 상위 5개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을 변수 중 하나로 선택한 경우 감염된 시
스템이 5개 미만이면 그래프에 감염되지 않은 시스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가장 많이 탐지된 위험 요소 상관 관계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237: 통지 수 및 시간별 통지 횟수 빠른 리포트에 대한 추가 필터 설정

옵션 설명

승인 상태 읽었거나 읽지 않은 통지를 표시합니다.
통지 유형 정보를 보려는 통지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목록 변경 또는 새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이 사용자가 생성한 필터가 있는 통지가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통지 이름 정보를 보려는 특정 통지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 옵션을 눌러 알려진 통지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
(?)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통지 목록에서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통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 보기

검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검사 로그 및 리포트에서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작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시스템
이름, IP 주소, 상태, 검사 시간, 기간 및 검사 결과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검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보기의 추가 설정 필터 옵션에서는 로그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을 설명합니다.

검사 로그 옵션에서는 로그의 옵션을 설명합니다.

검사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설정 필터 옵션에서는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설정 필터 옵션을 설명합니다.

검사 빠른 리포트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에서는 빠른 리포트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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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8: 검사 로그 및 빠른 리포트 보기의 추가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기간 - 다음 이상 검사 기간이 이 값(초) 이상인 검사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된 파일 - 다음
이상

검사한 파일 수가 이 값 이상인 검사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위험 요소 - 다음 이
상

발견된 위험 요소 수가 이 값 이상인 검사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횟수 이상으로
탐지된 파일

발견된 감염 수가 이 값 이상인 검사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상태 검사의 완료 상태를 지정합니다.
검사 유형 리포트를 수동 검사, 시스템 또는 시작 검사, Power Eraser 또는 모든 검사 중 무엇에 대한 이벤트로 필터링할 것

인지 지정합니다. 새 정의가 도착할 때 실행되는 검사에 따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 도메인
• 그룹
• 서버
• 시스템
• IP 주소
• 사용자
• 운영 체제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검사 로그 옵션에서는 로그를 본 후 로그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합니다.

Table 239: 검사 로그 옵션

옵션 설명

탐지 선택한 검사에 대한 위험 요소 로그 결과를 표시합니다. 탐지 보기와 위험 요소 로그 간의 차이점은 탐지 보기에는
검사 결과가 대기 중이라는 사실이 표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 요소 로그에는 검사 결과가 대기 중인지 여부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탐지 보기는 필터링할 수 없습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요소 로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Table 240: 검사 빠른 리포트에 대한 기본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Bin 너비 히스토그램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Bin 너비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검사 통계 히스토그램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너비는 60입니다.

bin 수 히스토그램 막대를 형성하는 데 사용할 Bin 수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검사 통계 히스토그램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Bin 수는 10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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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1: 검사 빠른 리포트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기간 - 다음 이상 검사 기간이 이 값을 초과하는 검사만 리포트에 포함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리포트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된 파일 - 다음 이
상

검사된 파일 수가 이 값 이상인 검사만 리포트에 포함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리포트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험 요소 - 다음 이상 발견된 위험 요소 수가 이 값 이상인 검사만 리포트에 포함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리포트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횟수 이상으로
탐지된 파일

정보를 보려는 감염된 파일 수를 지정합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리포트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값보다 많은 감염을 찾은 검사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상태 정보를 보려는 검사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완료 또는 취소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되지 않은 시스템 리포트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로그 및 빠른 리포트
시스템 로그에는 이벤트 시간, 이벤트 유형, 사이트, 도메인, 서버 및 심각도 수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음 유형의 시스템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
표시되는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및 이벤트 유형, 도메인, 사이트, 관련된 서버, 심각도, 관리자 및 설명과 같은 항목이 포
함됩니다.

• 클라이언트-서버 작업
표시되는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및 이벤트 유형, 도메인, 사이트, 관련된 서버, 클라이언트 및 사용자 이름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서버 작업
표시되는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및 이벤트 유형, 사이트, 관련된 서버, 심각도, 설명 및 메시지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
다.

• 클라이언트 작업
표시되는 정보에는 이벤트 시간, 이벤트 유형, 이벤트 원본, 도메인, 설명, 사이트, 시스템 및 심각도와 같은 항목이 포함
됩니다.

시스템 로그 보기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에서는 로그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을 설명합니다.

Table 242: 시스템 로그 보기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오류 메시지 보려는 오류 메시지 이벤트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관리 로그와 서버 작업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정보를 보려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서버 작업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원본 정보를 보려는 이벤트를 생성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에 대한 통신 링크인
sylink가 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 작업 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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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 이벤트 유형
• 심각도
• 사이트
• 도메인
• 서버
• 사용자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로그 및 빠른 리포트의 일반적인 추가 필터 설정

이러한 필드는 일부에서 입력으로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
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려진 사이트 목록
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243: 시스템 빠른 리포트에 대한 추가 설정 필터 옵션

옵션 설명

이벤트 유형 정보를 보려는 이벤트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클라이언트 리포트의 경우 설치 이벤트 또는 정책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버 리포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이벤트 또는 관리되지 않는 시스
템 이벤트 찾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정보를 보려는 오류 메시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버 리포트와 시간별 데이터베이스 복제 실패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벤트 원본 정보를 보려는 이벤트를 생성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에 대한 통신 링크인
sylink가 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클라이언트 리포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태 리포트에는 추가 설정 필터 옵션이 없습니다.

관리자와 제한된 관리자가 리포트를 보면 시스템 관리자가 보는 정보의 하위 세트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에는 보안 요약, 설
치된 총 클라이언트 수 및 온라인 상태의 클라이언트 수 등이 포함됩니다.

모니터: 요약 탭
모니터 페이지의 요약 탭에서는 중요한 로그 데이터가 높은 수준으로 간결하게 요약되므로 사용자는 보안 상태를 즉각적으
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약에는 기본 설정 대화 상자의 홈 페이지에 구성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기본값은 지난 12시간 동안 발생한 이벤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NOTE

차트를 눌러 새 창에서 요약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약 보기 간에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사기 요약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요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요약

•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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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요약
• 사이트 상태
사이트 상태 요약

Table 244: 사기 요약

요약 설명

사기 활동이 가장 많은 시스템 지정된 시스템의 기만자 이벤트를 기준으로, 공격자 활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클라이언트 시스
템을 표시합니다.
기만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파일 같은 아티팩트로 구성됩니다. 공격자가 아티팩트를
사용하면 아티팩트가 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설계상 아티팩트는 일반 사용자에게 숨겨지며 침입자
를 유인합니다.

사기 활동이 가장 많은 프로세스 공격자가 사기 이벤트를 트리거할 때 사용하는 호출자 프로세스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조회(DNS) 기만자를 트리거하는 데 ping.exe가 사용되었다면 ping.exe가 호출자 프로세스입니다.

사기 활동이 가장 많은 사용자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기만자 이벤트를 기준으로 공격자 활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가장 많이 트리거된 사기 가장 많이 사용된 기만자를 표시합니다.

Table 245: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요약

요약 설명

위험 요소 분포 위험 요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표시합니다.
새 위험 요소 새로 발견된 위험 요소, 이를 발견한 객체 및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스템이 정리되어 있는 표를 표시합

니다. 새 위험 요소는 보기에 지정된 기간 동안 처음으로 발견된 위험 요소입니다. 요약 보기가 오래되
면 데이터베이스가 로그 항목을 삭제하므로 위험 요소가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기본 설정 대화 상자의 홈 페이지에서 요약에 사용되는 기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을 지난 24시간으로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달 동안 항목을 보관하도록 설정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XYZ 위험 요소가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탐지되었다면 이는 더 이
상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지난 24시간 내에
XYZ를 발견한 경우 이는 새 위험 요소로 여기에 표시됩니다.

SONAR SONAR 위협 요소 탐지 결과에서 탐지한 항목의 분포 상태를 표시합니다.
원본별 위험 요소 분포 위험 요소 발생지별로 위험 요소 분포 상태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그룹별 위험 요소 분포 그룹별로 위험 요소 분포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Table 246: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요약

요약 설명

서브넷별 상위 공격 대상 공격된 상위 대상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목록 상자에서 그룹, 서브넷, 클라이언트 또는 포트별로
대상을 구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이 차트를 눌러 새 창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이벤트 유형 발생한 보안 이벤트 유형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상위 공격 발생지 상위 공격 원본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탐지 메모리 악용 완화 이벤트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심각도별 보안 이벤트 이벤트 분포 상태를 위험, 중요, 경미, 정보와 같은 심각도별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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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7: 컴플라이언스 요약

요약 설명

컴플라이언스 상태 분포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한 클라이언트가 표시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별 클라이언
트 요약

이 요약에는 전체 요구 사항의 실패율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차단, 방화벽 또는 VPN과
같은 제어 실패 이벤트 유형별 개별 워크스테이션 수가 막대 차트로 표시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 상세 내역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개별 검사의 실패율을 표시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별 클라이
언트 요약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와 바이러스 차단이 설치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Table 248: 사이트 상태 요약

요약 설명

사이트 상태 사이트의 전체 보안 진단 상태를 표시합니다. 상태를 눌러 전체 사이트 상태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서버별 상위 오류 분포 오류와 경고의 생성 주기가 높은 서버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별 상위 오류 분포 오류와 경고의 생성 주기가 높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시간별 복제 실패 구성된 기간 동안 발생한 데이터베이스 복제 실패에 대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모니터링

group name에 대한 클라이언트 group name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에서 관리 서버로의 로그 정보 업로드 실행.
•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업로드 캐시의 크기, 보존 시간 및 지연 시간 옵션 설정

일부 네트워크 시스템이 장기간 동안 연결되지 않을 경우 업로드 캐시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
정은 그룹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NOTE

이러한 설정은 업로드 캐시에 보관되는 로그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관하는 로그의 크기나 항목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Table 249: 클라이언트 로그에 대한 그룹 설정

옵션 설명

최대 크기 이 로그에서 업로드할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지정합니다.
시스템, 보안 및 위험 요소, 트래픽 로그의 기본값은 512KB입니다. 패킷 로그와 제어 로그
의 기본값은 1024KB입니다.

유지 데이터를 보관할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4일입니다.

관리 서버로 업로드 이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가 이 로그를 관리 서버로 전송하도록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로그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지연 기간 클라이언트가 비슷한 로그 기록을 단일 기록으로 압축하는 데 소비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7200초(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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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지연 대기 시간 유사한 로그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압축하는 사이에 클라이언트가 대기하도록 할 최대 시
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0초입니다.

최대 업로드 크기 클라이언트가 한 번에 관리자로 업로드할 최대 항목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00초입니다.

콘솔에서 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로그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Table 250: 콘솔에 클라이언트 로그의 정보 표시

클라이언트 로그 콘솔에서 정보를 볼 위치

시스템 로그 시스템 클라이언트 활동 로그에서 이 정보를 봅니다.
보안 및 위험 요소 로그 위험 요소 로그에서 이 정보를 봅니다.
보안 로그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 컴플라이언스 > 클라이언트 호스트 무결성 로그 및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공격 로그에서 이 정보를 봅니다.
트래픽 로그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트래픽 로그에서 이 정보를 봅니다.
패킷 로그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패킷 로그에서 이 정보를 봅니다.
제어 로그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와 장치 제어 로그에서 이 정보를 봅니다.

Power Eraser 유형 선택
루트킷 탐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Power Eraser 분석을 실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
소한의 시스템에서 Power Eraser를 실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많은 시스템에서 분석을 실행하는 경우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WARNING

다른 바이러스 제거 방법을 시도한 이후에 Power Eraser를 실행해야만 합니다. Power Eraser는 오탐지 가능성이
있는 통합 분석입니다.

Power Eraser가 Symantec Insight의 평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Table 251: Power Eraser 옵션

옵션 설명

루트킷 탐지 없이 분석 루트킷 탐지 없이 Power Eraser 분석을 실행합니다.

루트킷 탐지를 통한 분석(재시작 필
요)

루트킷 탐지를 통해 Power Eraser를 실행합니다. 루트킷 탐지는 필요한 재시작 이후에 실행하는 심
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Power Eraser 분석이 필요한 ELAM 탐지에 대해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재시작 옵션에 대해 권한이 없는 제한된 관리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시작 옵션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30분 동안 재시작을 지연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즉시 재시작됩니다. 사용
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는 여부와 상관 없이 실행을 위한 재시작 시간과 재시작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성하는 재시작 옵션은 Power Eraser 분석 전용입니다. Power Eraser 탐지를 직접 재조
정하면 Power Eraser가 그룹 재시작 옵션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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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서버 속성
사이트 속성: LiveUpdate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새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여 클라이언트 배포용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하는 주기를 제어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할 컨텐츠의 유형, 사용되는 언어 및 업데이트를
가져올 서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네트워크에서만 보안 및 대역폭 최적화를 위해 여러 원본 서버를 구현합
니다.

Table 252: LiveUpdate 설정

설정 옵션 및 설명

LiveUpdate 원본 서버 사이트 서버에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지정합니다. 원본 서버를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
다.

다운로드용 디스크 공간 관리 LiveUpdate 다운로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을 지정합니다.
• 보유할 컨텐츠 리비전 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LiveUpdate 컨텐츠 리비전 수를 지정합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다운로드 예약 LiveUpdate가 다운로드에 사용하는 예약을 지정합니다. 다운로드 예약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플랫폼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플랫폼을 지정합니다. 다운로드할 플랫폼의 목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 클라이언트에 배포하기 위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다운로드할 컨텐츠 파

일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다운로드할 컨텐츠 유형의 목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유형에 대해 다운로드
할 컨텐츠

클라이언트 유형에 대해 다운로드할 컨텐츠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최신 정
의만 포함하는 압축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의 경우 전체 컨텐츠를 다운로
드해야 합니다.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에 액세스할 수 없는 상태로 실행되는 모든
클라이언트입니다.
네트워크에 기존 클라이언트(12.1.x)가 포함된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를 위해 축소 크기 컨텐츠 또는
표준 크기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Warning!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유형 및 컨텐츠 유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컨텐츠 유형은 특정 클라이언트 및 버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1.x 표준 클라이언트가 14 표
준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할 언어 선택한 언어로 제품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에 대해
자동 다운로드되므로 정의 및 기타 컨텐츠의 언어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LiveUpdate 컨텐츠 다운로드
요청 시 LiveUpdate 컨텐츠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컨텐츠
는 서버에 위치합니다. 컨텐츠를 수신하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사이트 속성 페이지의 LiveUpdate 탭에서 선택한 다운로드 컨텐츠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컨텐츠 및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다운로드할 언어
다운로드할 제품 업데이트에 대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에 대해 자동 다운로드되는 다른 컨
텐츠 유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추가한 언어를 제거하려면 원하는 언어만 다시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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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 서버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버 사이트를 업데이트할 LiveUpdate 서버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ble 253: LiveUpdate 서버 옵션

옵션 설명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
사용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버 사이트를 업데이
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버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Symantec LiveUpdate 서버를 사용
하여 미리 릴리스된 컨텐츠 받기

Symantec Early Adopter 서버를 사용합니다. 예정된 엔진 업데이트를 릴리스 전에 테스트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시만텍은 새 업데이트를 일반에 공개되기 약 2주 전에 릴리스합니다.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 사용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서버 사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LiveUpdate 서버가 설치 및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LiveUpdate 서버는 인
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LiveUpdate 서버 추가 또는 편집
이 대화 상자에서는 내부 LiveUpdate 서버로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서버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Table 254: LiveUpdate 서버 옵션

설정 설명

서버 이름 서버 이름입니다. LiveUpdate를 실행할 때 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설명 선택 사항입니다. 서버와 관련된 설명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URL • HTTP 또는 HTTPS 방법만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도메인 이름: http://myliveupdateserver.com
– IPv4 주소: http://192.168.133.11/Export/Home/LUDepot
– IPv6 주소: http://[fd00:fe32::b008]:80/update

Note: FTP 방법 또는 UNC 방법에 대한 지원이 14.3 RU1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사용자 이름 서버와 관련된 로그온 이름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 두

십시오.
암호 서버와 관련된 로그온 암호입니다. 필요한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 두십시오.

다운로드할 플랫폼
Mac과 Windows의 경우 LiveUpdate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32비트 컨텐츠나 64
비트 컨텐츠 또는 둘 모두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예약
시만텍에서 관리 서버로의 LiveUpdate 다운로드에 사용할 예약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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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5: LiveUpdate

설정 설명

빈도 LiveUpdate를 실행하여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빈도를 지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경우 계속을 선택하면 서버가 1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새 다운로드가
제공될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다운로드됩니다.
빈도를 지정하면 LiveUpdate가 처음으로 실행되는 시간은 현재 시간과 현재 시간에 지정된 빈도를 더한
시간 사이의 임의 시간입니다.

시작, 종료, 다음 마다 시작 및 종료 설정은 LiveUpdate가 사이트 서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지정합
니다. 요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매일 및 매주 빈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시도 간격(분|시간) 및 재시
도 시간대(시간|일)

어떤 이유로 LiveUpdate 실행에 실패하거나 네트워크 중단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LiveUpdate를 완료하
지 못한 경우 LiveUpdate 실행을 재시도하는 시기를 지정합니다. 시간 및 간격 값은 선택한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빈도에 계속을 선택하면 이러한 옵션이 실행 중지됩니다.

전체 정의 다운로드
클라이언트의 전체 정의 패키지 다운로드 차단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전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세트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하
여 과도한 네트워크 부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가 전체 정의 세트를 요청한다는 통지를 수신한 경우
이 설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실행하면 현재 다운로드가 중지되지 않지만 향후 다운로드는 차단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WARNING

이 설정을 실행하면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서버로부터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네트워크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전체 정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지를 수신합니다.
환경에서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기반으로 이 통지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통지를 구성하려면 네트워크 부하: 바이
러스 및 스파이웨어 전체 정의 요청 통지 조건을 추가하십시오.
관리자 통지 설정

•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서버로부터 정의를 다운로드하여 더 작은 패키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고급 설정 > LiveUpdate 서버에서 보다 작은 크기의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
십시오를 누르십시오.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요청의 네트워크 과부하 완화

클라이언트 유형에 대해 다운로드할 컨텐츠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용 컨텐츠는 클라우드 기반이며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만 포함합니다. 이러한 클
라이언트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전체 정의 세트로 파일을 검사합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클라우
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체 정의 세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크 네트워크 설치 환경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네트워크에 14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기존 클라이언트를 위해 축소 크기 컨텐츠와 표준 크기 컨텐
츠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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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설치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컨텐츠를 다운로
드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Table 256: 클라이언트 유형에 대해 다운로드할 컨텐츠

옵션 설명

표준 및 내장 클라이언트(축소 크기 컨텐
츠)

표준 및 내장/VDI 클라이언트를 위해.관리 서버에 클라우드 기반 정의의 압축된 세트를 다운
로드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는 클라우드의 확장
된 정의 세트를 사용합니다.
12.1.x 표준 또는 12.1.6.x 내장 클라이언트는 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표준 크기 컨
텐츠)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만을 위해 관리 서버에 전체 정의 세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컨텐츠는 클라우드 기반이 아닙니다.

기존 내장 클라이언트(기존 축소 크기 컨
텐츠)

12.1.6.x 내장/VDI 클라이언트만을 위해 관리 서버에 축소 크기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12.1.x에서 14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기본
적으로 실행됩니다.

기존 표준 클라이언트(기존 표준 크기 컨
텐츠)

12.1.x 표준 클라이언트만을 위해 관리 서버에 전체 정의 세트를 다운로드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12.1.x에서 14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기본
적으로 실행됩니다.

정책
개요
이 페이지에는 각 정책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룹 내 특정 위치에 이 정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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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7: 정책 개요 옵션

탭 설명

정책 이름 각 정책의 이름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이름
정책의 이름. 새 정책을 생성할 때 이 입력란은 필수 옵션입니다.
다음 문자는 정책 이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설명
정책에 대한 설명.

• 이 정책 실행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특정 위치 또는 그룹에 할당합니다.
정책을 설정한 후 나중에 클라이언트에 설정을 다운로드하려면 정책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Note: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책 또는 LiveUpdate 정책을 실행 중지할 수 없습니다.
• 생성
정책 생성자.

• 마지막 수정
마지막으로 정책을 수정한 날짜.

확인을 누르면 새 정책 이름과 설명이 각 정책의 기본 창에 있는 정책 목록에 나타납니다.
사용자 이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 및 위치를 식별합니다.

이 탭은 정책을 처음 생성할 때가 아닌 편집할 때 표시됩니다. 정책을 할당하면 탭에 그룹 및 위치가 나
타납니다. 트리 보기를 목록 보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비공유 정책에는 이 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 수행

정책 구성 요소
특정 정책 또는 다른 기능에서 사용하는 정책 구성 요소를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258: 정책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예약 검사 템플릿 관리자 정의 예약 검사 목록.
이 구성 요소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관리 서버 목록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 있는 관리 서버 목록.
이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 통신에 사용됩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파일 핑거프린트 파일 목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핑거프린트
를 알아내는 체크섬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구성 요소는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호스트 그룹 방화벽 규칙을 실행할 수 있는 호스트 목록. DNS 도메인, DNS 이름, IP 주소, IP 범위, MAC 주
소 또는 서브넷으로 호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방화벽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방화벽 규칙을 실행할 수 있는 포트 및 프로토콜 목록.
이 구성 요소는 방화벽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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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설명

네트워크 어댑터 방화벽 규칙을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어댑터 목록.
이 구성 요소는 방화벽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하드웨어 장치 하드웨어 장치 목록. 목록에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정책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선택하는 장치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정책 페이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 또는 선택한 위치의 모든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에는 정책 창에서 생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정책이 포함됩니다.

Table 259: 정책 유형

정책 유형 설명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로부터 추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위험 요소의 부작용을 복구합니다.
보호 기능에는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는 물론 파일 및 이메일 실시간 검사가 포함됩니다. 네트워
크의 제로 데이 공격 취약점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방화벽 방화벽 규칙, 트래픽 설정 및 숨김 설정을 사용하여 침입 및 악용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사
용자 정의 가능한 방화벽을 제공합니다.

침입 차단 침입 시도로부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IPS 시그니처, 침입 차단 시스템 실행 및 침입 차단 설정 실행에 대한 예외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가져오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파일, 폴더, 레지스트리 키, 프로세스 및 DLL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또한 이 보호 기능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는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실패 시스템의 보안을 정의, 실행 및 복원합니다.
LiveUpda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컨텐츠, 구성 요소 및 제품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배포합니다.
예외 Windows, Mac 및 Linux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예외 유형은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르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SONAR 및 임의 변경 방지가 포함됩니다.
메모리 악용 완화 DLL 하이재킹, 힙 스프레이 완화 및 Java 악용 차단 같은 완화 기술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공격을 중지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 기능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통합합니다.

NTR(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클라이언트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 또는 웹 트래픽을 자동으로
Symantec WSS로 리디렉션하며, Symantec WSS에서는 WSS 정책에 따라 트래픽이 허용 또는 차
단됩니다.

생성한 정책은 각 정책 페이지에 표시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정책의 이름.
• 정책에 대한 설명.
• 정책이 할당되는 위치 또는 그룹의 수.

다음과 같은 최근의 정책 변경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변경 설명.
• 변경 날짜와 시간.
• 정책을 수정한 관리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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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선택하면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정책 페이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거나 태스크 아래의 목
록을 눌러 태스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정책을 추가, 편집, 삭제, 할당, 철회, 대체, 가져오기, 내보내
기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서 각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방화벽, 응용 프로그
램 및 장치 제어 또는 호스트 무결성에 대한 정책을 생성할 때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책 페이지의 정책은 공유되며 사용자는 다른 모든 위치로 정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정책 페이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 또는 선택한 위치의 모든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에는 정책 페이지에서 생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정책이 포함됩니다.

정책 유형 철회
정책을 삭제하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려는 경우에 그룹 또는 위치에서 정책을 철회합니다. 정책을 삭제하려면
모든 그룹과 위치에서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 선택한 정책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정책을 철회하려면 더 이상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그룹 및 위치에서 해당 정책을 선택 해제합니다.

그룹 또는 위치에 정책 할당

정책 대체
정책 유형에 하나 이상의 정책이 있는 경우 특정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Table 260: 정책 대체

옵션 설명

오래된 유형의 정책 대체할 정책을 나열합니다.
새 유형의 정책 그룹 및 위치에 할당할 새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룹 트리 보기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대체 선택한 그룹 및 위치에서 오래된 정책을 새 정책으로 대체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검색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전송하는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
습니다. 파일 이름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 특성에 대해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
그램을 제어 또는 탐지하는 정책 기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예: 방화벽 또는 응용 프로그램 및 제어 규칙).

Table 261: 응용 프로그램 검색 옵션

옵션 설명

응용 프로그램 검색 위치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검색할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그룹 및 위치를 지정합니다.
찾아보기 상위 그룹, 하위 그룹 또는 그룹 내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룹 또는 위치 선택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

다.
하위 그룹 검색 그룹 또는 위치 선택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그룹의 위치 및 하위 그룹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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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검색 기준 다음 기준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합니다.
• 클라이언트/시스템 정보 기반
특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기반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 검색합니다.

검색 필드 클라이언트 시스템 정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음 기준이 나타납니다.
• BIOS 버전
문자열

• 시스템 도메인 이름
• 시스템 이름
• IP 주소
• 메모리
• 운영 체제
• 운영 체제 언어
• 프로세서 속도
최대 20자의 숫자

• 프로세서 수
최대 10자의 숫자

• 프로세서 유형
• 서비스 팩
문자열

• TPM 장치
• 전체 디스크 공간
• 사용자 도메인 이름
• 사용자 이름
값 필드의 형식은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음 기준이 나타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설명
• 응용 프로그램 핑거프린트
• 응용 프로그램 이름
• 응용 프로그램 경로
• 응용 프로그램 크기
최대 20자의 숫자(바이트 단위)

• 응용 프로그램 버전
문자열

• 마지막 수정 시간
mm/dd/yyyy 시간:분:초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값 필드의 형식은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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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비교 연산자 값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 연산자를 나열합니다.
• =
동일

• !=
동일하지 않음

• >
초과

• <
미만

• >=
이상

• <=
이하

• LIKE
LIKE는 부분 항목과 비교합니다. LIKE를 사용하면 입력한 문자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와일드카
드 문자(% 또는 ?)가 배치됩니다. 그런 다음 조회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시작하거나 입력한
값으로 끝나거나 입력한 값이 포함된 문자열을 모두 찾습니다.

값 검색 필드 기준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값 필드는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많은 수의 결과가 반환되어 결과를 차례로 살펴
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값은 문자열임
• 문자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검색 필드에 기준을 입력하면 미리 설정된 형식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 주소를 선택하면 IP
주소 형식이 표시됩니다.

검색 및 중지 검색을 시작 및 중지합니다.
내보내기 검색 결과를 텍스트 파일 또는 쉼표로 구분된 파일(.csv)로 저장합니다.
모두 지우기 쿼리 결과 테이블에서 검색 결과를 지웁니다.
이전 및 다음 결과 행을 한 페이지씩 스크롤합니다.
상세 내역 보기 행이 아닌 대화 상자에 응용 프로그램이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세 내역 보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 내역 보기
상세 내역 보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택한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에 관해 클라이언트가 기록한 각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상세 내역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상세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상세 내역에는 시스템 이름, 설
명, 도메인 및 위치 이름이 포함됩니다.

예외 정책
예외 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정책 이름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탭에서 현재 정책을 사용하는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을 트리 보기 또는 목록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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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2: 개요 옵션

옵션 설명

정책 이름 적용할 예외가 포함된 정책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설명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이 정책 실행 정책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려면 이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구성된 각 예외를 제거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예외를 임시로 실행 중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성 정책을 생성한 관리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마지막 수정 정책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예외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 SONAR 및 임의 변경 방지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고 편집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는 일부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에서 지원
되지 않습니다.

정책에 포함되는 모든 예외는 동일한 유형의 모든 검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위험 요소를 제외하는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해당 정책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보
안 위험 요소를 제외합니다.

Table 263: 예외

필드 설명

예외 항목 검사에서 제외해야 하는 파일 이름, 폴더 이름, 응용 프로그램 이름 또는 웹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예외의 경우 파일 핑거프린트가 표시되며, 파일 해시가 SHA-1을 사용하는지 SHA-2
를 사용하는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플랫폼 예외가 적용되는 플랫폼이 표시됩니다. 예외는 플랫폼별로 적용됩니다.
예외 유형 예외 유형을 지정합니다.
작업 파일, 폴더, 웹 도메인에 대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수행하는 작업을 표시합니다.
예외 상세 내역 선택한 예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외: 클라이언트 제한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는 예외 유형에 대한 제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사용자는 모든 유형의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외 유형을 선택 해제한 경우 사용자는 어떠한 유형의 예외도 생
성할 수 없습니다.

NOTE

사용자는 임의 변경 방지 예외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인식할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유형의
예외를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인식합니다. 검사 시 파일이 탐지되는 방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응용 프로그램을 인식하면 응용 프로그램 예외 대화 상자에 탐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외를 생성하여 지정한 프로세스에 대한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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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 학습 기능을 실행 중지하더라도 인식됩니다.

NOTE

파일 이름은 고유하지 않으므로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예외 대화 상자에는 파일 핑거프린트가 표시되며, 앞에 붙는 1 또는 2는 SHA-1 또는 SHA-2를 나타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인식하도록 지정할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텍스트 상자에 입
력하십시오.

프로세스의 이름을 편집하거나 재입력하여 기존 예외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예외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하는 작업에 따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 실행이 탐지될 때 이 작업을 적
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해시 값을 추가하려면 핑거프린트로 응용 프로그램 추가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예외를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14.3 RU1 이상).

클라이언트가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추가를 사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인식하면 응용 프로그램 이름이 응용 프로그램 예외 대화 상자에 나타나고 이 응용 프로그
램에 대한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는 최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고유하
지 않으므로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응용 프로그램 파일 핑거프린트가
표시되며, 앞에 붙는 1 또는 2는 SHA-1 또는 SHA-2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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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4: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

옵션 설명

보기 다음 유형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모두
탐지된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합니다.

• 감시된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로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 사용자가 허용한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가 허용한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허용하도록 선택한 응용 프
로그램입니다.

Note: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새 파일 이름이 적용된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
는 예외를 구성하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감시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새 이름으로 표시되지 않
습니다. 대신 필터링되지 않은 목록에 원래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작업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무시
응용 프로그램을 이후 검사에서 탐지되지 않도록 제외합니다.

• 로그만
프로세스가 탐지되면 검사 로그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작업은 기본 작업입니다.

• 검역소에 보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도할 때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 종료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되지 못하게 중지하지만 시스템에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 제거
응용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Note: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검역소에 보관, 종료 및 제거 작업이 적용됩니다. 무시 및
로그만 작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할 때 적용됩니다.

핑거프린트 기준 응용 프로그램 예외
이 대화 상자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해시 값을 기준으로 응용 프로그램 예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응용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빠르며, 먼저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 목록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해시
값과 기타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관리 서버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예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는 최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예외를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됩니다. 검사 시 파일이 탐지되는
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14.3 RU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265: 파일 핑거프린트를 기준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예외

응용 프로그램 핑거프
린트(필수)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해시 값을 추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선
택 사항)

이 필드를 사용하여 비슷한 이름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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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
해 수행할 작업을 지정
합니다.

• 무시: 응용 프로그램을 이후 검사에서 탐지되지 않도록 제외합니다. 이 작업은 기본 작업입니다.
• 로그만: 프로세스가 탐지되면 검사 로그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검역소: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도할 때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 종료: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되지 못하게 중지하지만 시스템에서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 제거: 응용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검역소에 보관, 종료 및 제거 작업이 적용됩니다. 무시 및 로그만 작업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할 때 적용됩니다.

알려진 보안 위험 요소 예외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할 알려진 보안 위험 요소를 선택합니다.

보안 위험 요소 등급에는 위험 요소를 예외로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제
공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탐지를 기록하려면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되었을 때 기록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Table 266: 보안 위험 요소 등급

필드 설명

보안 위험 요소 보안 위험 요소 이름. 이름을 눌러 위험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만텍 웹 페이지를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카테고리 애드웨어, 잘못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스파이웨어와 같은 보안 위험 요소의 유형. 카테고리 유형
은 시만텍이 위험 요소에 대한 새 정보를 습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됩니다.

전체 등급 보안 위험 요소의 심각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이 평가는 보안 위험 요소의 개인 정보, 성능, 숨
김 및 제거 등급을 조합하여 결정됩니다.

개인 정보 영향 보안 위험 요소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위협하는 정도.
성능 보안 위험 요소가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정도.
숨김 등급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 및 제거를 피하기 위해 위장하는 수준.
제거 등급 보안 위험 요소의 제거 난이도 수준.
종속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보안 위험 요소에 의존해야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폴더 예외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Windows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폴더를 탐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 요소 검사,
SONAR 또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ble 267: 폴더 옵션

옵션 설명

접두사 변수 접두사 변수는 잘 알려진 Windows 폴더를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 중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예외를 적용하려면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는 경우 경로 이름은 선택한 접두사 변수에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Note: 접두사 변수는 32비트 및 64비트 폴더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PROGRAM_FILES]를 선택하면 Program Files (x86) 및 Program Files 폴더가 모두 제외
됩니다.

파일 및 폴더 접두사 변수
폴더 선택한 접두사 변수가 [없음]인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

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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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하위 폴더 포함 지정한 폴더의 모든 하위 디렉터리를 포함합니다.
이 폴더를 제외할 검사 유형 지정 보안 위험 요소 검사, SONAR, 응용 프로그램 제어 또는 이 세 가지의 임의 조합 중에 폴더

를 탐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
다.
보안 위험 요소를 선택하면 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유형 지정 옵션이 나타납니다. 보안 위
험 요소 폴더 예외를 자동 보호 검사,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만 적용하도록 구성할 수
도 있고, 모든 보안 위험 요소 검사에 적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에 여러 임시 파일을 기록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해당 폴더를 자동 보호에
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는 예외를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로 제한하여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파일이 작성될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아카이브되거나 보관된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를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되지 않는 깊게 아카이브된 파일의
예약된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를 수행하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
는 모든 파일이 액세스되거나 폴더에 기록될 때만 검사하여 폴더를 계속 보호합니다.

파일 액세스 예외
이 대화 상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악성 파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 액세스 예외는 PDF 파일, Word 문서 및 스크립트
(PowerShell, JavaScript 및 VBScript)와 같이 실행 파일이 아닌 파일을 차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파일의 해시
값을 사용하여 이러한 파일을 탐지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 파일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옵션 설명

이 파일에 대해 수행
할 작업을 지정합니
다.

• 검역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를 검역소에 보관합니다.
• 차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열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 로그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 이벤트를 추가
합니다.

• 무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여는 것을 허용합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파일의 해시 값입니다. 이 필드는 필수 항목입니다. SHA-256 또는 MD5 해시를 사용합니다.

파일 또는 파일에 액
세스하는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해 다음 속
성 중 하나 이상을 지
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탐지할 수 있도록 다른 속성을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드는 선택 항목입니다.
• 파일 크기: 클라이언트 성능을 높이려면 파일 크기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트 단위의 파일 크기를 포
함합니다. 예: 372KB.

• 파일 경로: 파일의 경로, 이름 및 확장자를 추가합니다. 예: c:\Users\richard_smith\Documents
\TaxDocuments.doc. 전체 경로를 모르거나 여러 파일을 포함하려는 경우 와일드카드 * 또는 ?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 c:\Users|richard_smith\*.doc. 파일 형식이 실행 파일인지 여부를 모르면 검
역소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검역소 작업은 파일이 실행 파일인 경우 해당 파일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파일에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악성 파일은 파
일이 실제로는 DOC 파일인데 PDF 파일 등의 다른 파일 확장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에 값
을 입력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 파일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경로: 예: C:\Program Files (x86)\Microsoft Office\Office16\Winword.exe. 와일드카드 * 또
는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핑거프린트: 응용 프로그램의 해시 값입니다. SHA-256 또는 MD5 해시를 사용합니다.

파일 예외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Windows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파일을 탐지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위험 요소 검사, SONAR 또는
응용 프로그램 제어에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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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8: 파일 옵션

옵션 설명

접두사 변수 접두사 변수는 잘 알려진 Windows 폴더를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 중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예외를 적용하려면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면 파일 이름이 선택한 접두사 변수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특정 운영 체제에 대한 예외를 사용하려면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Note: 접두사 변수는 32비트 및 64비트 폴더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PROGRAM_FILES]를 선택하면 Program Files (x86) 및 Program Files 폴더가 모두 제외
됩니다.

파일 및 폴더 접두사 변수
파일(전체 경로 포함) 선택한 접두사 변수가 [없음]인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

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이 파일을 제외할 검사 유형 지정 보안 위험 요소 검사, SONAR, 응용 프로그램 제어 또는 이 세 가지의 임의 조합 중에 파일

을 탐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
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검사의 경우 파일을 제외할 때 하위 프로세스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유형 지정 보안 위험 요소 파일 예외를 자동 보호 검사,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만 적용하거나 모
든 보안 위험 요소 검사에 적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 파일을 제외할 검사 유형 지정에서 보안 위험 요소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
납니다.

파일 및 폴더 접두사 변수
모든 접두사 변수(SYSTEM_DRIVE 제외)를 사용할 때는 경로의 맨 앞에 '\'를 포함해야 합니다.

NOTE

와일드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 269: 파일 및 폴더 옵션

변수 설명

COMMON_APPDATA 모든 사용자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 시스템
폴더입니다.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

\Application Data(Windows XP)
• C:\ProgramData(Windows Vista 이상)

COMMON_DESKTOPDIRECTORY 모든 사용자의 바탕 화면에 표시되는 파일 및 폴더가 포함된 파일
시스템 폴더입니다.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

\Desktop(Windows XP)
• C:\Users\Public\Desktop(Windows Vista 이상)

COMMON_DOCUMENTS 모든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가 포함된 파일 시스템 폴
더입니다.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

\Documents(Windows XP)
• C:\Users\Public\Documents(Windows Vist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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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COMMON_PROGRAMS 사용자의 시작 메뉴에 표시되는 공통 프로그램 그룹을 위한 폴더가
포함된 파일 시스템 폴더입니다.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Start

Menu\Programs(Windows XP)
• C:\Users\Default\AppData\Roaming

\Microsoft\Windows\Start Menu\Programs

COMMON_STARTUP 모든 사용자의 시작 폴더에 표시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파일 시
스템 폴더입니다.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Start

Menu\Programs\Startup(Windows XP)
• C:\ProgramData\Microsoft\Windows\Start

Menu\Programs\Startup(Windows Vista 이상)
PROGRAM_FILES 다음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파일 폴더입니다.

• C:\Program Files
• C:\Program Files (x86)

PROGRAM_FILES_COMMON 응용 프로그램 간에 공유되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 C:\Program Files\Common Files
• C:\Program Files (x86)\Common Files

SYSTEM Windows 시스템 폴더입니다.
• C:\Windows\System32

SYSTEM_DRIVE Windows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냅니다(14.0에서
새로 추가됨).
• C:\

USER_PROFILE 모든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파일 시스템 폴더입니다(14.0에서 새로
추가됨).
• C:\Users\%user%(Windows Vista 이상)

WINDOWS %windir% 또는 %SYSTEMROOT% 환경 변수에 해당하는
Windows 폴더 또는 SYSROOT입니다.
• C:\Windows

Recognized Environment Variables(영문)

보안 위험 요소 확장자 예외
이후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제외할 확장자 이름을 텍스트 상자에 입력합니다. 확장자는 한 번에 하나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확장자 이름에 공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모든 유형의 보안 위험 요소 검사에 적용할지 아니면
특정 유형의 보안 위험 요소 검사에만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장자를 여러 개 추가하려는 경우 확장자 이름 하나를 입력하고 추가하십시오. 추가할 각 확장자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하
십시오.

NOTE

추가 입력란에 여러 개의 확장자를 입력하면 정책에서는 이 항목을 하나의 확장자로 간주합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보안 위험 요소 파일 또는 폴더 예외
Mac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예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WARNING

또한 Mac 클라이언트의 자동 보호 설정에서 예외를 실행하는 설정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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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NOTE

Mac 클라이언트의 폴더 경로는 슬래시(/)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백슬래시(\)는 Windows 경로에 사용됩니
다.

Table 270: Mac 클라이언트의 파일 또는 폴더 예외

옵션 설명

접두사 변수 클라이언트의 일반 최상위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접두사 변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HOME
현재 로그온한 사용자의 홈 폴더입니다. 홈 폴더 경로는 일반적으로 /Users/username입니다. 여기서
username 부분은 로그온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일치합니다.

• APPLICATION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폴더인 /Applications입니다.

• LIBRARY
공통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폴더인 /Library입니다.

기본값은 NONE입니다.
파일 또는 폴더 접두사 변수에 상대적인 파일 또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파일 경

로를 입력하십시오.
이 필드에 기호 링크(symlink)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var은 /private/var을 나타내는 기
호 링크입니다. /var을 사용하여 경로를 정의하면 검사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private/var/로 파일 경로
를 정의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
웹 도메인을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및 SONAR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웹 도메인을 제외하면 해당 웹 도메인의 모
든 위치에서 사용자의 파일 다운로드가 항상 허용됩니다. 그러나 허용된 파일은 모두 자동 보호 또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 정
의 검사로 검사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에는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신뢰하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Windows 제어판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신뢰할 수 있는 로컬 인트라
넷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서 인트라넷 사이트에 대한 다운로드 인사
이트 설정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지정할 때는 단일 도메인 또는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한 번에 하나만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TP 위치의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URL을 지정할 수 있지만 예외는 URL의 도메인 이름 부분만 사용합니다. URL을 지정하면 HTTP 또는 HTTPS(대소문자 구
분 안 함)를 URL 접두사로 첨부할 수 있지만 예외는 HTTP와 HTTPS 모두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은 모두 동일한 예외가 생성됩니다.

• test.domain.com
• test.domain.com/mydocs
• HTTP://test.domain.com/mydocs
• https://test.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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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test.domain으로 이동할 때 HTTP를 사용하는지 HTTPS를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다운로드 인사이트 및
SONAR에서 도메인이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도메인(예: mydocs) 안의 위치로 이동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위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지정하면 지정한 IP 주소 및 해당 호스트 이름 모두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FTP 위치의 경우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URL을 통해 FTP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운로드 위험 요소 분포 리포트를 보고 제외할 웹 도메인의 URL 및 IP 주소를 찾습니다.

임의 변경 방지 예외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임의 변경 방지에 의한 탐지에서 파일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NOTE

임의 변경 방지는 폴더 예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Table 271: 임의 변경 방지 예외 옵션

옵션 설명

접두사 변수 접두사 변수는 잘 알려진 Windows 폴더를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 중인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 예외를 적용하려면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면 파일 이름이 선택한 접
두사 변수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특정 운영 체제에 대한 예외를 사용하려면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Note: 접두사 변수는 32비트 및 64비트 폴더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PROGRAM_FILES]를 선택하면
Program Files (x86) 및 Program Files 폴더가 모두 제외됩니다.

파일(전체 경로 포함) 선택한 접두사 변수가 [없음]인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임의 변경 방지는 폴더 예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폴더 이름을 입력하면 임의
변경 방지가 해당 이름의 폴더에서 모든 파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이름의 파일만 제외합니다.

파일 및 폴더 접두사 변수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해시 기반 예외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SONAR가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과 같은 시스템 변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N 응용 프로그램에 대
한 예외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VPN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이 대화 상자에 모니터링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DNS 설정을 수정하거나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응용 프로그램
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NOTE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로 인해 SONAR의 탐지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동작이 보이면 SONAR에서 항상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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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2: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예외

옵션 설명

보기 다음 유형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모두
탐지된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합니다.

• 감시된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예외로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 사용자가 허용한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가 허용한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허용하도록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
입니다.

Note: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새 파일 이름이 적용된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예외
를 구성하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감시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새 이름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필
터링되지 않은 목록에 원래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작업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무시
응용 프로그램이 DNS 또는 호스트 파일을 변경할 때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에서 제외합니다.

• 로그만
SONAR가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의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을 탐지할 경우 SONAR 로그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메시지 표시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을 허용할지 아니면 차단할지를 묻는 메시지
를 표시합니다.

• 차단
응용 프로그램이 DNS 또는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지 못하게 중지합니다.

Note: SONAR는 응용 프로그램이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DNS 설정을 수정하려고 할 때 지정
된 작업을 적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호스트 파일 또는 DNS 설정이 포함된 파일을 열거나 액세스만 하
는 경우에는 SONAR가 작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폴더 예외 항목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Linux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폴더를 탐지에서 제외합니다. 예외가 모든 검사에 적용되
는지 자동 보호 검사에만 적용되는지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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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3: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폴더 예외 옵션

옵션 설명

접두사 변수 접두사 변수는 잘 알려진 Linux 폴더를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Linux 배포를 실행 중인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 예외를 적용하려면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십시오.
• ROOT

superuser라고도 하는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렉터
리는 /root입니다.

• HOME
사용자 홈 디렉터리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렉터리는 /home입니다.

• BIN
사용자 명령이 포함된 디렉터리의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렉터리는 /bin입니다.

• ETC
구성 파일 및 디렉터리가 포함된 디렉터리의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렉터리는 /
etc입니다.

• USR
프로그램 및 지원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사용자 관련 파일 및 디렉터리가 포함된 디렉
터리의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렉터리는 /usr입니다.

• OPT
선택적인 파일 및 프로그램이 포함된 디렉터리의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렉터리
는 /opt입니다.

기본값은 NONE입니다.
폴더 선택한 접두사 변수가 NONE인 경우 전체 경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접두사 변수를 선택

하면 경로가 선택한 접두사에 상대적으로 설정됩니다.
하위 폴더도 제외 지정한 폴더의 모든 하위 디렉터리를 포함합니다.

14.3 RU1부터 Symantec Agent for Linux에서는 이 옵션이 지원되지 않으며 모든 하위 디
렉터리가 항상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안 위험 요소 검사의 유형 지정 자동 보호 검사에만 적용되거나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만 적용되거나 모든 보안 위
험 요소 검사에 적용되는 보안 위험 요소 폴더 예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 여러 임시 파일을 기록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해당 폴더를 자동 보호에
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는 예외를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로 제한하여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파일이 작성될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아카이브되거나 보관된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를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되지 않는 깊게 아카이브된 파일의
예약된 검사 또는 요청 시 검사를 수행하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
는 모든 파일이 액세스되거나 폴더에 기록될 때만 검사하여 폴더를 계속 보호합니다.

인증서 예외 추가
인증서를 제외하여 인증서 서명 파일이 의심스러운 파일로 플래그가 지정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십시
오. 인증서를 찾아본 후 해당 인증서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십시오. 인증서를 추가하면 인증서 서명자 및 발급자에 대한 정보
가 SHA-1 지문과 함께 표시됩니다. 인증서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하지 않아도 예외가 작동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인증서 예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
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등록된 경우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여 인증서 예외를 추가하거나 관리
합니다.

이 예외의 기본 작업은 무시입니다.

 655



 

Table 274: 인증서 예외 옵션

옵션 설명

인증서 파일 파일 위치 옆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인증서로 이동합니다.
지원되는 인증서 유형:
• DER
• BASE 64
인증서가 아닌 파일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외에 추가한 인증서의 중복을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인증서 정보 인증서가 추가되면 인증서에 대한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발급자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 기관

• 서명자
인증서를 서명한 객체

• SHA-1 지문
인증서의 SHA-1 해시 값. 이 값은 예외를 정의하고 추가하는 인증서가 이미 추가된 인
증서의 중복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값은 인증서에서 바로 읽히며 읽기 전용입니다. 이 필드에 수동으로 값을 입력하거
나 값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검사에서 인증서 제외

LiveUpdate 설정 정책
Windows 클라이언트를 위한 LiveUpdate 서버 설정
이 페이지에서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및 기타 보호 기술에 대한 업
데이트를 받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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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5: Windows 클라이언트를 위한 LiveUpdate 서버 설정

설정 설명

내부 또는 외부 LiveUpdate 서버 두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 기본 관리 서버 사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대부분의 조
직에 권장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가장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룹에 이 정책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구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
택하십시오.

• LiveUpdate 서버 사용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인터넷을 통해
– 내부 LiveUpdate 서버
장애 조치 지원에 대해 여러 개의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arly Adopter 서버
Symantec Early Adopter 서버를 사용하여 예정된 엔진 업데이트를 릴리스 전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 관리 서버 사용이 선택 해제 및 실행 중지됩니다.

두 옵션이 모두 실행되고 있고 다른 모든 LiveUpdate 정책 설정에서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클라이
언트는 항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사용합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클라
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 클라이언트에서 LiveUpdate 세션을 시작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서 전체 정의를 요청하지만 LiveUpdate 서버에서 보다 작은 크기의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기본값)

• 클라이언트가 아주 오래 되었거나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LiveUpdate 설정 정책: Windows 예약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사용
그룹의 LiveUpdate 서버로 사용할 하나 이상의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느린 링크로 연결
된 원격 위치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역폭을 절약하기 위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서버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음
해당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그룹 내의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오
프라인인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접촉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모든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Note: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관리 타사 컨텐츠 관리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안전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Microsoft SMS와 같은 타사 도구를 실행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컨텐츠 준비 서버로 설정해
야 합니다. 이 준비 서버에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정
기적으로 다운로드하도록 구성합니다. 계속 예약 옵션을 지정한 경우 최신 업데이트가 게시되는 즉
시 서버에서 이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예약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는 기본 그룹 클라이언트의 컨텐츠 보낸 편지함 폴더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폴
더는 컨텐츠 유형별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 컨텐츠 보낸 편지함 폴더에서 하나 이상의 컨텐츠 패키
지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 받은 편지함 폴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타사 관리 도구에서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려면 이 페이지의 다른 LiveUpdate
서버 옵션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Note: 타사 컨텐츠 관리 설정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타사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업데이트
LiveUpdate 프록시 구성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 또는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LiveUpdate에 사용할 프

록시 서버를 구성합니다.
이 프록시 서버는 LiveUpdate에만 사용되며 다른 어떤 외부 통신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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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 설정 정책: Windows 예약
LiveUpdate 서버로부터 이 정책이 적용될 그룹 내 Windows 클라이언트로 업데이트를 푸시하는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설정은 LiveUpdate 정책 > Windows 설정 > 서버 설정에서 LiveUpdate 서버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를 위한 LiveUpdate 서버 설정

Table 276: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LiveUpdate 예약 설정

옵션 설명

LiveUpdate 예약 실행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예약된 LiveUpdate 세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
트에서 LiveUpdate 서버와 통신할 때 사용할 예약 옵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빈도 클라이언트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LiveUpdate를 실행할 빈도를 지정합니다. 기
본값은 매 4시간입니다. 매일 및 매주 옵션에 특정 시간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옵션
은 매주 설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옵션을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과 자주 통신하지 않는 클라이
언트 시스템이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서버
에 인증하면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시도 시간대 예약된 세션이 실패한 경우 LiveUpdate의 실행을 계속해서 시도할 시간 또는 일 수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매, 매일 또는 매주 옵션을 선택하면 실행됩니다.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옵션 무작위 수행 옵션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하거나, 지정된 값을 더하거나 빼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LiveUpdate 세션을 임의로 지정하여 대역폭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유휴 탐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될 때까지 예약된 LiveUpdate가 실행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최종 한계값에 도달한 후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아니더라도
LiveUpdate가 실행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된 LiveUpdate는 시스템 사용량에 관계없이 항상 예약된 시간에 실
행됩니다.

LiveUpdate 건너뛰기 옵션 선택된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만 다음 예약된 시간에 LiveUpdate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클라이
언트가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예약된 LiveUpdate가 생략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에 항목이 생성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다운로드 예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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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 설정 정책 - 고급 설정

Table 277: LiveUpdate 설정 정책

설정 설명

사용자 설정 이러한 설정은 Windows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항상 LiveUpdate를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LiveUpdate를 직접 시작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를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관리된 클라
이언트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로 실행 중지합니다. 사용자가 LiveUpdate 세션을 수동으로 시작했을
때 예약된 LiveUpdate 세션이 실행 중인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LiveUpdate 예약을 수정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예약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에 설치 패키지의 일부인 LiveUpdate 설정 정책이 있는 경우 이 정책 설정이
사용자의 변경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LiveUpdate 설정에 대한 사용자의 변경 사항을 유지하는 단
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설치 파일에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내보낸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가 LiveUpdate의 HTTP, HTTPS 또는 FTP 프록시 설정을 수정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LiveUpdate 프록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 설정 Windows 클라이언트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 패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LiveUpdate 서버,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서버 설정을 구성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클라이언트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배포 방법 선택
클라이언트 버전이 관리 서버의 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야 패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iveUpdate 서버가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를 사이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다운로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Windows 클라이언트에 Endpoint Protection 보안 패치 다운로드

제품 업데이트 설정 사용자가 LiveUpdate를 누르거나 예약된 LiveUpdate 세션이 실행 중인 경우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이 설정이 실행 중지된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른 시만텍 제품이 LiveUpdate를 실행해도 클라이언트가 제품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없습
니다.
LiveUpdate 설정 정책에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
급자로부터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업데이트의 형식은 마이크로 정의입니다.
LiveUpdate 설정 정책에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업데이트의 형식은 MSP(패치) 파일입니다.
이 설정으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는 패치를 다운로드하고 처리할 때 마이크
로 정의를 생성합니다. 마이크로 정의는 새 패키지로 자동 표시됩니다. 새 패키지는 클라이언트 설치 패
키지 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당 패키지를 선택하고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업데이트 패키지를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만
들어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동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리비전을 엄격히 제한하려면 제품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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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컨텐츠 다운로드 관리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전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세트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클
라이언트가 LiveUpdate 서버에서 더 작은 크기의 패키지(델타)를 받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적절한 델타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의를 동시에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너무 많으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과
부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는 네트워크 중단이나 오래된 정의 세트에 대한 서버 백업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델타를
저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리 서버에서 저장하는 컨텐츠 리비전의 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가 적으면 너무 오
래된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에서 델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요청의 네트워크 과부하 완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GUP(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가져오고 로컬에서 클라이
언트 그룹에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각 LiveUpdate 설정 정책에 대해 다음 유형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중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278: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선택 옵션

설정 설명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그룹이 여러 개 있고 각 그룹별로 다른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
니다.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규칙 세트 또는 기준을 사용하여 자체 서브넷의 클라이언트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동일한
서브넷에 있습니다.

로밍 클라이언트의 명시적 그룹 업
데이트 공급자

클라이언트가 해당 클라이언트의 서브넷과 다른 서브넷에 있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 연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위치가 바뀌는 클라이언트는 목록 중 가장 가까운 그룹 업
데이트 공급자로 로밍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목록을 추가하는 경우 실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생성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른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자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구성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단일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그룹의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작동하도
록 단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IPv4 주소 예: 192.168.0.10
• IPv6 주소 예: 2001:DB8:3C0:FC01:49C8:C72A::10
• 예제 호스트 이름: gupServer1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호스트 이름으로 전체 DNS 이름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에 와일드카드 별표(*) 및 물음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기본 관리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그
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시도할 최대 시간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 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그룹 업데이트 공
급자를 무시하도록 허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얼마 후에 무시할 수 있는지
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무시한 후 기본 서버로부터 대신 컨
텐츠 업데이트를 수신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만 업데이트를 수신하고 서버에서 수신하지 않도록 하
려면 실행 안 함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트래픽이 서버에 대한 광역 연결로 실
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얼마 후에 사용하지 않을지 지정하려면 다음 기간 이
후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15분 동안 실
패해도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시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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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작업 상태, 이벤트, 명령, 명령 상태 또는 프로필에 대한 프록시 역할
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Table 279: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설정

설정 설명

기본 포트 클라이언트 통신에 사용되는 TCP 포트.
기본 TCP 포트 번호는 2967입니다. GUP가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수신하는 경우 시스템에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거나 호스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GUP가 원격지에 있고, 해당 원격지에
서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Note: GUP가 Symantec Firewall 이외의 방화벽을 실행하는 경우 TCP 포트가 서버 통신 수신을 허
용하도록 Symantec Firewall 정책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Firewall 이외의 방화벽은
Windows 방화벽 및 타사 방화벽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Firewall 정책은 자동으로 구
성됩니다.

업데이트 다운로드에 사용할 수 있
는 최대 디스크 캐시 크기(MB)

GUP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디스크 공간입니다. 이 제한에 도달
하면 GUP는 더 이상 관리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캐시 내의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컨텐츠 업데이트 삭
제(일)

컨텐츠 업데이트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시스템에서 디스크 공간을 차지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컨
텐츠 업데이트를 삭제하려면 이 옵션을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를 요청하지 않은 컨텐
츠 업데이트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대 동시 다운
로드 수

GUP 시스템의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을 절약합니다. 이 옵션은 수신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할당할
스레드 수를 제어합니다. 스레드 수가 많아지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신 요청을 처리
하려면 CPU 주기가 필요하므로 스레드가 많을수록 더 많은 CPU 주기가 필요합니다.
값은 GUP 시스템의 한계치로 조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시스템의 성능을 저
하시키지 않고 컨텐츠 업데이트를 클라이언트에 가능한 빨리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동시
성을 얻으면서도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값을 설정하십
시오.

관리 서버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
자 다운로드에 허용되는 최대 대역
폭

GUP가 관리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역폭의 크기를 제어합니
다. 대역폭은 GUP 시스템의 한계치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사실상 제한 없는 대역폭을 허용하려면 제한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실제로 1MB의 제
한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제한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 지정한 크기로 대역폭을 제한하려면 최대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을 통해 제한 없음 옵션으로
적용되는 제한값인 1MB가 넘거나 그 미만이 되게 대역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클라이
언트 다운로드에 대해 허용된 최대
대역폭

GUP 시스템과 해당 GUP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대역폭 크기를 제어합니다.
여러 사이트에 대해 GUP를 하나만 설정할 수 있고 각 사이트에 적은 수의 클라이언트만 있거나 사
이트의 연결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연결 성능이 좋지 않거나 GUP가 전체
컨텐츠 정의 세트를 전송할 때 컨텐츠 스톰을 방지해야 하는 사이트를 위해 대역폭을 최소화합니
다.
대역폭이 낮은 연결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전체 정의 파일을 수신하는 경우 제한 없음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GUP에서 다운로드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정의 파
일을 수신하는 클라이언트에는 긴 시간이 걸리고 정의를 다운로드할 때까지 GUP의 스레드 수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사용되기 위해 일치해야 하는 규칙을 추가합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규칙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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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칙 세트는 여러 규칙을 유지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규칙 세트는 트리 노드로 나타납니다.
규칙 세트는 논리 OR 및 AND 연산자에 따라 비교됩니다. 여러 개의 규칙 세트가 OR로 비교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규
칙 세트와 하나라도 일치해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규칙 세트가 AND로 비교되는 경
우 클라이언트가 규칙 세트에 지정된 모든 규칙과 일치해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유형
규칙에는 IP 주소, 호스트 이름, Windows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리 키 또는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세트에 각 규칙 유형을 하나씩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조건
규칙은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사용되기 위해 일치해야 하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규칙 조건의 여러 값은
OR로 비교됩니다. 규칙에 지정된 조건에 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IP 주소가 지정된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RuleSet1을 생성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각 여러 개의 값이 지정된 호스트 이름 규칙과 운영 체제 규칙을 포함하는 RuleSet2를 생성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
템은 RuleSet1 또는 RuleSet2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RuleSet1에 지정된 IP 주소 중 하나를 가지면
RuleSet1과 일치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이름 중 하나를 가지고 지정된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경우에
만 RuleSet2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규칙 기준 지정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사용되기 위해 일치해야 하는 규칙을 추가합니다. 규칙 유
형에는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 레지스트리 키 및 운영 체제가 포함됩니다.

각 유형별로 하나의 규칙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규칙에 여러 개의 기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논리 OR 및 AND 연
산자에 따라 비교됩니다. 여러 개의 규칙은 AND로 비교되고, 클라이언트는 한 규칙 세트의 모든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규칙 기준은 OR로 비교되고, 클라이언트는 각 규칙에 있는 하나의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의 경우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전체 DNS 이름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구성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자체 서브넷 이외의 서브넷에 속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 있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을 추가합니다. 위치가 자주 바뀌는 클라이언트는 목록 중 가장 가까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로밍할 수 있습
니다.

단일 또는 다중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면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변환됩니다. 명시적 그룹 업
데이트 공급자 목록을 구성하면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최소 하나의 다른 정책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한 경우에는 명시적 목
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목록에 지정된 순서대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연결을 시도합니다. 항목이 서브넷 유형인 경우 해당 서브
넷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클라이언트는 IP 주소 순으로 서브넷에 있는 그
룹 업데이트 공급자 연결을 시도합니다.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구성 방법에 따라 고정이거나 동적일 수 있습니다.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명
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하는 경우 고정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현재 릴리스 및 이전 릴리
스의 클라이언트 및 관리 서버가 혼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동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브넷을 사용하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해당 서브넷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검
색하기 때문에 동적입니다.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추가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추가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 그룹 업
데이트 공급자를 추가하면 클라이언트의 서브넷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있는 하나 이상의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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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로 연결합니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는 해당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서브넷으로 식별합니다.

IP 주소가 특정 서브넷에 속하는 클라이언트는 특정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클라이언트가 여러 IP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와 비교할 때
모든 IP 주소를 고려합니다. 정책과 일치하는 IP 주소가 클라이언트에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 바인딩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다음 IPv4 주소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 172.21.80.18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통신에 사용
• 172.21.66.209: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에서 연결된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

또는

• 001:DB8:3C0:FC01:49C8:C72A::10: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통신에 사용
• 2001:DB8:3C0:FC01:::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목록에서 연결된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

일치하는 주소가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통신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주소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ble 280: 클라이언트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 및 명시적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설정

옵션 설명

클라이언트 서브넷 네트
워크 주소

클라이언트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클라이언트 자체의 IP 주소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계산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서브넷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네트워크 접두사 또는 네트워크 ID라고 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브넷 마스
크 지정

한 번에 하나씩 서브넷을 추가하는 대신 이 설정을 사용하여 서브넷 그룹을 추가합니다. 예:
• IPv4의 경우 192.168.1.0 서브넷과 192.168.2.0 서브넷을 모두 추가하는 대신 192.168.0.0
서브넷과 255.255.0.0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IPv6의 경우 2001:DB8:3C0:FC01:49C8:1111:: 서브넷과
2001:DB8:3C0:FC01:49C8:2222:: 서브넷을 모두 추가하는 대신
2001:DB8:3C0:FC01:49C8:: 서브넷과 FFFF:FFFF:FFFF:FFFF:FFFF::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브넷 마스크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
트의 NIC 설정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서브넷의 IP 주소 범위를 결정합니다.
12.1.6 이하에서 업그레이드한 경우 가져온 기존 서브넷에 클라이언트 서브넷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1.6 이하 클라이언트가 이 설정을 무시합니다.

유형 > IP 주소 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IP 주소로 식별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기타 옵션이 표시됩니다.
• IP 주소
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IP 주소(IPv4 형식).

• 포트
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있는 포트.

유형 > 호스트 이름 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호스트 이름으로 식별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기타 옵션이 표시
됩니다.
• 호스트 이름
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호스트 이름. 와일드카드 문자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ote: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할 때 호스트 이름 필드에 전체 DNS 이름을 사
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포트
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있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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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유형 > 서브넷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있는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 이 옵션을 선택하면 다음 옵션이 나타납니다.
• GUP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
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가 있는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 이 유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주소
연결 일치에 여러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IP 주소를 입력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자동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찾아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서브넷의 IP 주소 범위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계산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GUP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의 값을 계
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네트워크 접두사 또는 네트워크 ID라고 하기도 합니다.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281: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규칙 값

설정 설명

유형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으로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호스트 이름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Note: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를 구성할 때 호스트 이름 필드에 전체 DNS 이름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에 별표(*), 물음표(?) 등의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키
레지스트리 키 대화 상자에서 레지스트리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레지스트리는 Windows 운영 체제의 설정 및 옵션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레지스트리에는 키와 값이
포함됩니다. 키는 폴더 또는 경로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LiveUpdate\Schedule\AllowRetry는 레지스트리 키입니다.

Table 282: 레지스트리 키 규칙 값

설정 설명

선택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레지스트리 키
• 레지스트리 키 이름
• 레지스트리 값

키
이름

레지스트리 키 또는 레지스트리 키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키 이름은 레지스트리 키의 항목 이름입니다. 키 이름의 예로 ServiceStatus가 있습니다.

있음
없음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 키가 있는 경우 있음을 선택하십시오.
•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 키가 없는 경우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동일
동일하지 않음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키 값이 지정된 값과 같은 경우 동일을 선택하십시오.
• 키 값이 지정된 값과 같지 않은 경우 동일하지 않음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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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값 유형 키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Windows 레지스트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 데이터 유형을 사용합니다.
• 문자열
문자열은 일반 텍스트로 이루어집니다. 문자열 값은 레지스트리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값입니다.

• DWORD
DWORD는 이중 단어를 나타냅니다. DWORD 데이터 유형은 길이가 32비트로 제한되거나 16진수 또는 10진
수 형식으로 입력되는 바이너리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Note: DWORD 값 유형을 선택한 경우 값 필드에 10진수 형식만 허용됩니다.
• 이진
바이너리는 16진수 형식으로 표시되는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값 키 값을 입력하십시오.
값은 키 내부에 저장되는 레지스트리 키 이름 값으로 구성됩니다. 키 값은 값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값은 이름-데
이터 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 체제
운영 체제를 선택하십시오.

외부 통신을 위한 프록시 서버 설정
• Windows용 프록시 서버 옵션

Windows에서 LiveUpdate가 아닌 외부 통신에 대해 별도의 프록시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TTP 프록시 구성과
HTTPS 프록시 구성에는 개별 설정이 사용됩니다.
이 설정은 LiveUpdate 설정 정책 서버 설정 탭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또는 다른 서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 Mac용 프록시 서버 옵션
Mac 클라이언트인 경우 LiveUpdate 통신에 대해 프록시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283: Windows용 프록시 서버 옵션

옵션 설명

프록시 서버 사용 안 함 프록시 서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지정된 프
록시 서버 사용(기본값)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브라우저에 입력된 프록시 정보를 사용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이 정보
는 인터넷 옵션 > 연결 > LAN 설정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 사용 여기에 입력한 프록시 서버 정보 주소 및 수신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HTTPS 또는 HTTP 포
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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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인증 필요 프록시 서버 로그온을 위한 프록시 서버 인증 정보(선택 사항). 시스템 프록시 또는 사용자 정의 프
록시에 대한 인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로그온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인증과 함께 프록시를 사용할 경우 Symantec URL의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Insight 및 기타 중요한
시만텍 사이트와 통신하도록 허용합니다.

권장되는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ow to test connectivity with Insight and Symantec Licensing servers(영문)
NT LAN 관리자 인증
NTLM(NT LAN Manager)을 통한 추가 인증(선택 사항). 사용자 이름 필드에 다음 형식의 도메인 이
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domain_name\user_name
도메인 이름은 14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 이름은 64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마침표 또는 공백으로만 구성하거나, 이름에 다음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
" [ ] : | < > + = ; , ? * @

Note: 시스템 프록시에 대한 인증 또는 NT LAN Manager 인증을 선택하는 경우 14.2 RU1 이전의
모든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

Table 284: Mac용 프록시 서버 옵션

옵션 설명

프록시 서버 사용 안 함 프록시 서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프록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브라우저에 입력된 프록시 정보를 사용합니다. Safari에서 이 정보는 Safari >

기본 설정 > 고급 > 프록시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 사용 여기에 입력한 프록시 서버 정보 주소 및 수신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HTTP 프로토콜 또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용할 포트를 입력하십시오.
• 인증 필요
프록시 서버 로그온을 위한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서버 인증 정보(선택 사항). 일반적으로 사용자
가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로그온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Mac 클라이언트를 위한 LiveUpdate 서버 설정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Mac 서버 설정 창을 사용하여 Mac 클라이언트가 컨텐츠 업데이트를 가져오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285: Mac 클라이언트를 위한 LiveUpdate 서버 설정

설정 설명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
사용

인터넷을 통해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 사
용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장애 조치 지원에 대해 여러 개의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서버를 추가, 편집 및 삭제하고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LiveUpdate 서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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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 고급 서버 설정
내부 LiveUpdate 서버가 FTP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FTP 연결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FTP의 경우
FTP 서버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되는 포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능동 FTP의 경우 FTP 서버가
포트를 선택한 다음 해당 포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됩니다. 사용하는 FTP 서버가 방화벽,
라우터 또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 장치 뒤에 위치한 경우 능동 FTP 서버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정책: Mac 예약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LiveUpdate 서버로부터 이 정책이 적용될 그룹 내 클라이언트로 업데이트를 전송하는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286: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LiveUpdate 예약 설정

빈도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를 실행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예약 빈도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매 4시간입니다. 매일 및 매주 옵션에 특정 시간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옵
션은 매주 설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옵션은 12.1.4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클라이언트만 지원합니다. 이 설정은 해당 클라
이언트에 시간별 예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12.1.4 이상 버전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계속을 선택하면
클라이언트의 이전 LiveUpdate 예약이 유지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이전에 지정된 예약이 없는 경우
LiveUpdate가 기본 예약 일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옵션 무작위 수행 옵션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하거나, 지정된 값을 더하거나 빼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LiveUpdate 세션을 임의로 지정하여 대역폭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LiveUpdate 정책 설정 Mac 고급 설정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서버에서 제품 업데이트를 수신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287: LiveUpdate 정책 설정 Mac 고급 설정

설정 설명

제품 업데이트 설정 LiveUpdate 서버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업데이트 다운로드
사용자가 LiveUpdate를 누르거나 예약된 LiveUpdate 세션이 실행 중인 경우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실행 중지된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
른 시만텍 제품이 LiveUpdate를 실행해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다운로드 및 설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LiveUpdate 설정 정책에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또는 그룹 업데이
트 공급자로부터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업데이트의 형식은 마이크로 정
의입니다. LiveUpdate 설정 정책에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
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업데이트의 형식은 MSP(패치) 파일입니다.
이 설정으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하면 클라이
언트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는 패치를 다운로드하고 처리할
때 새 패키지로 자동 표시되는 마이크로 정의를 생성합니다. 새 패키지는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창에 나타납니다. 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업데이트 패키지를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동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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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또는 HTTPS 프록시 서버 설정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통신에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대화 상자에서 구성한 설정을 LiveUpdate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다른 외부 통신을 위한 프록시 서버는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288: HTTP 또는 HTTPS 프록시 서버 옵션

설정 옵션 및 설명

HTTP 또는 HTTPS 프록시 구성 • HTTP 또는 HTTPS에 프록시 서버 사용 안 함
프록시 서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내 Windows 인터넷 옵션 프록시 설정 사용(기본값)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브라우저에 입력된 프록시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 옵션 >
연결 > LAN 설정에 나타납니다.

• 내 HTTP 또는 HTTPS 설정을 사용자 정의
여기에 입력한 프록시 서버 주소 및 서버의 HTTP 또는 HTTPS 수신 포트를 사용합니다.

• 인증 필요
여기에 입력한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서버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서버에 로그온합니다(선택 사
항).
– 기본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프록시 서버에 사용할 계정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필요합니다.

– NT LAN 관리자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프록시 서버에 사용할 계정의 사용자 이
름 및 암호가 필요합니다.

Note: 인증에 프록시를 지정하는 경우 시만텍 URL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생성해
야 합니다. 예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Insight 및 기타 중요한 시만텍 사이트와 통신하
도록 허용합니다.

권장되는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ow to test connectivity with Insight and Symantec Licensing servers(영문)

FTP 프록시 서버 설정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 통신에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대화 상자에서 구성한 설정을 LiveUpdate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다른 외부 통신을 위한 프록시 서버는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289: FTP 프록시 서버 옵션

설정 옵션 및 설명

FTP 프록시 구성 • FTP에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지 않음
프록시 서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지정된 프록시 서버 사용(기본값)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브라우저에 입력된 프록시 정보를 사용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이
정보는 인터넷 옵션 > 연결 > LAN 설정에 표시됩니다.

• 내 FTP 설정을 사용자 정의
여기에 입력한 프록시 서버 정보 주소 및 서버의 수신 포트를 사용합니다.

Linux 클라이언트용 LiveUpdate 서버 설정
LiveUpdate 설정 정책에서 Linux 서버 설정 창을 사용하여 Linux 클라이언트가 컨텐츠 업데이트를 가져오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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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0: Linux 클라이언트용 LiveUpdate 서버 설정

설정 설명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
사용

인터넷을 통해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 사
용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장애 조치 지원에 대해 여러 개의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서버를 추가, 편집 및 삭제하고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LiveUpdate 서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처음 10개의 내부 LiveUpdate 서버만 클라이언트로 전송된 정책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복
제 파트너 사이트에서 구성한 모든 서버가 포함됩니다.

LiveUpdate 프록시 구성 기본 Symantec LiveUpdate 서버 또는 지정된 내부 LiveUpdate 서버에서 LiveUpdate에 사용할 프
록시 서버를 구성합니다.
이 프록시 서버는 LiveUpdate에만 사용되며 다른 어떤 외부 통신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용 LiveUpdate 고급 서버 설정
내부 LiveUpdate 서버가 FTP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FTP 연결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FTP의 경우
FTP 서버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되는 포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능동 FTP의 경우 FTP 서버가
포트를 선택한 다음 해당 포트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연결됩니다. 사용하는 FTP 서버가 방화벽,
라우터 또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 장치 뒤에 위치한 경우 능동 FTP 서버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Linux 클라이언트용 프록시 서버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는 Linux 클라이언트의 LiveUpdate 통신에 대해 HTTP를 통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대화 상자에서 구성한 설정을 LiveUpdate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다른 외부 통신을 위
한 프록시 서버는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291: HTTP 프록시 서버 옵션

설정 옵션 및 설명

HTTP 프록시 구성 • HTTP용 프록시 서버 사용 안 함
프록시 서버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HTTP 설정 사용자 정의
여기에 입력한 서버에서 프록시 서버 주소 및 HTTP 수신 포트를 사용합니다.

• 인증 필요
여기에 입력한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서버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서버에 로그온합니다(선택 사
항).

Note: 인증에 프록시를 지정하는 경우 시만텍 URL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웹 도메인 예외를 생성해
야 합니다. 예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Symantec Insight 및 기타 중요한 시만텍 사이트와 통신하
도록 허용합니다.

권장되는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ow to test connectivity with Insight and Symantec Licensing servers(영문)

LiveUpdate 정책: Linux 예약
이 페이지에서 LiveUpdate 서버로부터 이 정책이 적용될 그룹 내 Linux 클라이언트로 업데이트를 전송하는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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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LiveUpdate 예약 실행을 선택 해제하지 마십시오. LiveUpdate 예약을 실행 중지할 경우 Linux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를 시작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Table 292: LiveUpdate 정책 예약 옵션

옵션 설명

빈도 클라이언트가 LiveUpdate를 실행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예약 빈도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매 4시간입니다. 매일 및 매주 옵션에 특정 시간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옵
션은 매주 설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옵션을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와 자주 통신하지 않는 클라이
언트 시스템이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서버
에 인증하면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시도 시간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LiveUpdate의 예약 실행이 실패한 경우 LiveUpdate의 실행을 계속해서 시도
할 시간 또는 일 수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매, 매일 또는 매주 옵션을 선택하면 실행됩니다. 기본
재시도 시간대는 2시간입니다.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옵션 무작위 수행 옵션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하거나, 지정된 값을 더하거나 빼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LiveUpdate 세션을 임의로 지정하여 대역폭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
보안 정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 설치 가능한 업데이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최신 업데이트 사용은 시만텍에서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지정합니다. 리비전 선택을 사용하면
업데이트를 클라이언트에 설치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가 유일한 업데이트 공급자인 경우 선택한 정의 및 컨텐츠 유형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도 다
운로드되어야 합니다. LiveUpdate를 위한 로컬 사이트 서버 속성 설정과 함께 관리 서버에 다운로드되는 항목을 지정합니
다.

호스트 무결성 컨텐츠는 LiveUpdate 서버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으)로 다운로드된 후에야 클라이언
트로 다운로드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LiveUpdate 서버에서 직접 호스트 무결성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고급 시스템 학습 컨텐츠는 낮은 대역폭 컨텐츠를 실행하는 낮은 대역폭 정책이 설정된 클라우드 관리는 클라이언트 그룹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및 내장 클라이언트는 표준 정의 대신 고급 시스템 학습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다크 네트워
크 클라이언트는 낮은 대역폭 모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LiveUpdate가 다운로드하는 컨텐츠 유형

NOTE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와 침입 차단 시그니처에만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제품 업데이트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LiveUpdate 컨텐츠 제품 업데이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
면 그룹에 업데이트가 적용됩니다. 이 설정을 실행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LiveUpdate를 실행할 때 제품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LiveUpdate 설정 정책을 사용하여 그룹의 각 위치
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실행 중지하면 제품 업데이트에 대한 LiveUpdate 설정 정책과 LiveUpdate가 적
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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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Update 컨텐츠 정책 설정 group name
이 대화 상자에는 현재 적용된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이 표시되며 관리자는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그룹에 다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은 그룹의 모든 위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리비전 선택
날짜를 기준으로 각 컨텐츠 유형의 이전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컨텐츠 리비전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그룹
의 클라이언트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컨텐츠만 다운로드합니다.

이 옵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의 경우 이전의 안전한 버전으로 컨텐츠를 롤백해야 합니다.

• 현재 컨텐츠 버전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충돌을 야기합니다.
• 최신 컨텐츠 버전을 모든 클라이언트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리비전 열에 (없음)이 표시되는 경우 다음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한 것입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해당 컨텐츠 유형을 다운로드하도록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 정책의 리비전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저장된 리비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에 존
재하지 않는 리비전을 참조하는 정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 LiveUpdate 컨텐츠가 아닌 정
책을 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격 사이트로부터 정책을 복제했지만 LiveUpdate 컨텐츠는 복제하지 않은 경우. 원격 사이트는 지정된 리비전을 저장
하지만 로컬 사이트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서버에서 해당 리비전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이 정책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계속 보호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컨텐츠의
최신 리비전을 사용합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 대체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하나의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을 다른 LiveUpdate 컨텐츠 정책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은 그룹의 모든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선택한 정책은 오래된 LiveUpdate 정책으로 표시됩니다. 새 LiveUpdate 정책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이 정책을 대체할
정책을 선택하십시오.

정책 대체 아래 트리는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을 보여 줍니다. 그룹을 선택하려면 그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십시
오. 모든 하위 그룹을 선택하려면 상위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모든 하위 그룹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엔진 버전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는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엔진이 여러 개 포함됩니다. 이러한 엔진은 바이너리 파일(.dll
또는 .exe)이며 보안 정의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특정 엔진으로 고정하지만 해당 엔진에 연결된 최신 보안 정의를 계속해서 배포합니다. 환
경에서 작동하는 현재 엔진을 알고 있고 최신 엔진을 릴리스하기 전에 테스트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세분화된 제어를 원하는 경우 최신 버전 사용을 눌러 클라이언트에 최신 버전의 엔진과 보안 정의가 수신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4.0.1 MP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는 이 설정을 무시합니다. 대신 최신 버전의 컨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14.0.1 MP1과
기존 클라이언트가 혼합된 그룹이 있는 경우 엔진 버전을 지정하면 기존 클라이언트에 항상 최신 엔진 컨텐츠가 수신됩니
다.

NOTE

두 엔진 업데이트가 같은 날 릴리스되면 날짜 형식이 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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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각 엔진 버전당 최신 컨텐츠 리비전을 세 개까지만 유지합니다.

일부 컨텐츠 유형에는 엔진 구성 요소 없이 보안 정의만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엔진 버전 선택 옵션이 실행 중지됩니다. 시만
텍 허용 목록, 해지 데이터, 평판 설정, 제출 제어 데이터, 확장 파일 속성 및 시그니처, AP 포털 목록에는 엔진 컨텐츠가 없
습니다.

관리 페이지
관리 페이지에는 라이센스, 관리자 및 도메인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는 이 장에서만 찾으
십시오.

라이센스 갱신
갱신할 경우 새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기 전에 이전 라이센스를 선택하십시오. 갱신 프로세스의 이 단계는 시스템에서 이전
라이센스를 삭제하고 새 라이센스로 대체하는 데 필요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라이센스 기본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라이센스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 293: 라이센스 개요 옵션

옵션 설명

라이센스 서버의 각 제품 라이센스의 라이센스 일련 번호, 사용권 수 및 만료 날짜를 나열합니다.
기본 창에서 라이센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트리 보기에서 라이센스를 누르십시오.
각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일련 번호
• 유형
• 사용권
• 시작 날짜
• 만료 날짜
• 작업

태스크 라이센싱과 관련된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센스 활성화
라이센스 일련 번호를 입력하거나 시만텍 라이센스 파일(.slf)을 가져와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태
스크를 누르면 일련 번호를 입력하거나 .slf 파일을 선택하는 라이센스 활성화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이 태스크는
추가 라이센스 및 연장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 파트너 정보 편집
이 태스크를 사용하여 파트너 정보를 입력합니다. 협력업체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품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시스
템 통합업체, 컨설턴트 또는 선호하는 대리점입니다.

• 추가 라이센스 구매
이 태스크를 수행하면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만텍 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라이센싱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도움말
12.1.x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에 새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2.1 버전을 표
시하는 기존 12.1.x 라이센스를 사용하십시오. 계약 및 라이센스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14.x 버전의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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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11.x에서 14.x로 직접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먼저 11.x에서
12.1.x로 업그레이드한 후 14.x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14.x로 업그레이드할 때 14.x 라이센스를 가져오십시오.

라이센스 질문에 대한 답변과 대부분의 업그레이드 라이센싱 문제를 위한 해결 지침은 Maintenance entitlement overview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영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 최신 버전에 대한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또는 가져오기

클라이언트 페이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이 탭을 사용하여 선택된 그룹에 포함된 클라이언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스템 및 보호 상태 정보를 비롯한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상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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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4: 클라이언트 탭 상태 보기 옵션

열 설명

기본 보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름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및 시스템 유형과 일치하는 아이콘.

• 진단 상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감염되었는지 또는 관리자 조치가 필요한 보류
중인 Power Eraser 탐지가 있는지 여부.

• 로그온 사용자 또는 시스템
설치된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계정.

• 마지막 상태 변경 시간
서버 체크인 후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날짜 및 시간.

• 바이러스 정의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 파일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 정책 일련 번호
선택한 그룹에 적용되는 정책의 현재 버전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일련 번호. 클라이언트의 정책 일련 번호가 콘솔
에 표시되는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통신하고 정기적인 정책 업데
이트를 받는다면 일련 번호가 일치할 것입니다.

• 마지막 검사 시작함
전체 디스크 검사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짜와 시간. 전체 검사는 부트 섹터와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한 시스템 전
체에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1주일에 한 번씩 전체 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 바이러스 차단 상태
자동 보호의 상태. 자동 보호는 실행 또는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자동 보호는 파일 시스템 및 클라이언트가 수
신하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모두 보호합니다.

• 방화벽 상태
방화벽의 상태(실행됨 또는 실행 중지됨).

• 낮은 대역폭
이 옵션은 낮은 대역폭 컨텐츠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열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후에만 표시됩니다.

• 재시작 필요
클라이언트 재시작 필요 여부는 예 또는 아니요로 표시됩니다. 최근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새 시스템을 설
치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 설명
클라이언트 상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름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및 시스템 유형과 일치하는 아이콘.

• 진단 상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감염되었는지 또는 관리자 조치가 필요한 보류
중인 Power Eraser 탐지가 있는지 여부.
상태 메시지 온라인은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나타내고 오프라인은 연결이 끊긴 클라이언트를 나타냅니다. 메시지
알림은 보류 중인 감염 탐지 또는 보류 중인 Power Eraser 탐지를 나타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통해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클라우드 콘솔에 올바른 온라
인 상태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된 상태를 보려면 온라인 상태가 변경된 후
5~10분간 기다리십시오.

• 로그온 사용자 또는 시스템
설치된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계정.

• IP 주소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

• 클라이언트 버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버전 번호.

• 마지막 상태 변경 시간
서버 체크인 후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날짜 및 시간.

• 재시작 필요
클라이언트 재시작 필요 여부는 예 또는 아니요로 표시됩니다. 최근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새 시스템을 설
치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 정책 일련 번호
선택한 그룹에 적용되는 정책의 현재 버전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일련 번호. 클라이언트의 정책 일련 번호가 콘솔
에 표시되는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 통신하고 정기적인 정책 업데
이트를 받는다면 일련 번호가 일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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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명

보호 기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름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 진단 상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감염되었는지 또는 관리자 조치가 필요한 보류
중인 Power Eraser 탐지가 있는지 여부.

• 로그온 사용자 또는 시스템
설치된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계정.

• IP 주소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

• 마지막 검사 시작함
전체 디스크 검사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짜와 시간. 전체 검사는 부트 섹터와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한 시스템 전
체에서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1주일에 한 번씩 전체 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 <보호 기능 이름> 상태
보호 기능의 상태(실행됨 또는 실행 중지됨).
– 상태를 보고하지 않음은 클라이언트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와 통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
니다.

• <보호 기능 이름> 정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최신 정의 파일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사용할 수 없음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정의가 다운로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상태
네트워크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름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 진단 상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감염되었는지 또는 관리자 조치가 필요한 보류
중인 Power Eraser 탐지가 있는지 여부.

• 도메인/작업 그룹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속한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

• 로그온 사용자 또는 시스템
설치된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계정.

• IP 주소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

• DNS 서버
DNS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WINS 서버
WINS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MAC 주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

•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게이트웨이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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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명

클라이언트 시스
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름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 진단 상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감염되었는지 또는 관리자 조치가 필요한 보류
중인 Power Eraser 탐지가 있는지 여부.

• 로그온 사용자 또는 시스템
설치된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계정.

• IP 주소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

• 운영 체제
시스템의 운영 체제(예: Windows 10).

• 서비스 팩/빌드 번호
운영 체제의 서비스 팩 번호(예: 서비스 팩 2).

• 여유 메모리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크기의 대략적인 값(MB).

• 여유 디스크 공간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의 대략적인 값(MB).

• 전체 디스크 공간
전체 디스크 공간의 대략적인 값(MB).

클라이언트: 정책
이 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태스크는 그룹의 특정 위치에 대한 비공유 및 공유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급
보안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295: 정책 상속과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

옵션 설명

상위 그룹에서 정책 및 설정 상속 계층 구조에서 하위 그룹은 해당 하위 그룹보다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위치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상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모든 그룹에 대해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My Company
그룹 이외의 그룹을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정책 상속 설정은 클라우드의 정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정책은 정책 설명 옆에 표
시되는 클라우드 아이콘으로 식별됩니다. 클라우드 아이콘은 정책이 직접 그룹에 적용됨을 나타냅
니다. 화살표가 있는 클라우드 아이콘은 그룹이 클라우드 콘솔의 상위 항목에 대한 정책을 상속함
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개별 위치가 아닌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를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 시스템 잠금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습
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는 checksum.exe라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
여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생성합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에는 체크섬과 위치 정보가 포함됩니
다. 이 정보는 회사에서 사용 여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실행되면 클라이언트가 해당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모든 변경 사항을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특정 버전의 응용 프
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탐지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하지 않을 응용 프로그램의 예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되지 않는 응용 프
로그램 목록에 추가된 응용 프로그램은 모니터링되지 않습니다.

LiveUpdate 컨텐츠 정책 설정 현재 적용된 LiveUpdate 컨텐츠 정책을 표시합니다. 특정 그룹에 다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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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클라이언트 로그 설정 클라이언트 로그 설정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서 관리자로 로그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
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업로드 캐시의 크기, 보존 시간 및 지연 시간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그룹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통신 설정 선택한 관리 서버의 통신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관리 서버 목록 이름이 포함됩니다.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정책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푸시 모드 또는 풀 모드 중 무엇을 사용할
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보가 관리 서버에 전송되도록 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관리 서버로 정보를 업로드하고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다
운로드하는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통신 설정 제출, 임의 변경 방지 및 프록시 서버를 위한 통신 설정을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탐지된 위협 요소에 대한 파일 평판, 바이러스 차단 탐지 및 SONAR 탐지 정보를
시만텍 보안 연구소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 보안 연구소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위협
요소에 대응하고 보호를 사용자 정의하기 위한 역량을 개선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정보
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록시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정의된 기본 프록시 서버 또는 사용자 정의 HTTPS 서버를 사용
하지 않도록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 재시작 설정 탭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설치되거나 업그레이드될 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재시작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 탭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위치 설정 및 재시작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 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암호를 요구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증
서가 인증에 필요한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모든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변경 방지 탭에서는 시만텍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임의 변경 시도를 차단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
는 메시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상속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그룹 수준에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상세 내역
이 창을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 또는 선택한 하위 그룹에 대한 상세 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Table 296: 상세 내역 창 정보

행 이름 설명

그룹 이름 선택한 그룹의 이름.
설명 선택한 그룹의 설명.
전체 경로 이름 그룹 이름을 포함하여, 선택한 그룹의 전체 경로.
실제 시스템 대수 선택한 그룹에 추가된 실제 시스템 대수.
등록된 사용자 수 선택한 그룹의 등록된 사용자 수.
생성자 선택한 그룹을 생성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
생성 선택한 그룹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마지막 수정 선택한 그룹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새 클라이언트 차단 선택한 그룹의 새 클라이언트 수락 여부 표시기. 예 또는 아니요를 표시.
정책 일련 번호 선택한 그룹의 정책에 대한 고유 일련 번호.
정책 날짜 정책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 및 시간.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일련 번호 사용된 사용자 정의 핑거프린트 라이브러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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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패키지
이 창에는 선택한 그룹에 할당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Table 297: 설치 패키지

열 설명

패키지 이름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이름.
유형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유형.
버전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버전.
시작 시간 그룹에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가 할당된 시간을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스탬프.
사용 가능 이 열에 확인 표시가 있으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검사 유형 선택
트리 보기에서 선택한 그룹에 대해 실행할 요청 시 검사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에는 사용자 정의 검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그룹에 능돌 검사 또는
전체 검사를 실행하면 Mac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정의 검사를 실행합니다.

Table 298: 요청 시 검사 유형

검사 유형 설명

능동 검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가 자주 공격하는 위치와 시스템 메모리를 빠르게 검사합니다.
전체 검사 부트 섹터와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을 검사합니다.
사용자 정의 검사 선택한 시스템 또는 그룹에 대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에 구성된 요청 시 검사 설정을 사용합니

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에는 모든 폴더 및 파일 유형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검사를 구성하여 특정 파일 및 폴더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또는 그룹에 대한 정책
에 포함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설정으로 사용자 정의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그룹 추가 group name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택된 그룹이나 하위 그룹에 새 그룹을 추가합니다. 그룹 이름에는 최대 990자까지 포함할 수 있
습니다. 그룹 이름의 전체 경로에는 최대 1,000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기본 그룹에는 하위 그룹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에 대한 시스템 추가 group name
시스템에 로그온한 사용자에 관계없이 시스템을 보호하는 시스템 모드에서 새 클라이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드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시스템이 속한 그룹에서 정책을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에 어떤 사용자가 로그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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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9: 시스템 추가 옵션

옵션 설명

시스템 이름 시스템 이름 또는 전체 시스템 이름.
도메인 Windows 도메인 이름 또는 작업 그룹. 클라이언트를 추가하기 전에 시스템 이름과 Windows 도메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Windows 도메인에 속하지 않은 시스템은 Windows 작업 그룹에 속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최대 길이는 32자입니다.

설명 시스템에 대한 추가 상세 내역을 제공하는 선택적 설명.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필드의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사용자 추가 group name
클라이언트가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서 정책을 가져오도록 사용자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스
템에 로그온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적용되는 정책이 달라집니다.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로그온하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추가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가 어떤 Windows 도메인 이름 또는 작업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
니다.

Table 300: 사용자 추가 옵션

옵션 설명

사용자 이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로그온한 사용자의 고유한 사용자 이름.
도메인 이름 사용자는 Windows 도메인 또는 Windows 작업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로그온 도메인

Windows 도메인 이름
• 로그온 로컬 시스템

Windows 작업 그룹
설명 사용자에 대한 추가 상세 내역을 제공하는 선택적 설명.

설명은 최대 256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단위 트리와 통합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서버 또는 LDAP 서버에서 조직 단위 또는 컨테이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 단위를 두 개 이상의 그룹 트리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단위 또는 컨테이너의 사용자 수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Table 301: 조직 단위 또는 컨테이너를 가져올 때의 옵션

옵션 설명

도메인 Active Directory 또는 LDAP의 호스트인 서버의 도메인.
새로 고침 조직 단위 구조 컨텐츠 또는 컨테이너 컨텐츠를 새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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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검색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그룹 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최신 정책 파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조회 도구는 미리 정의된 검색 기준, 비교 연산자 및 값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조회는 부울 AND 논리를 사용하여 검
색 조건을 조합합니다. 결과가 표시되면 이러한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리 > 패키지 설치 > 사용자 정보 수집 설정을 누르십시오.

Table 302: 시스템 검색 옵션

옵션 설명

찾기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모드인지 사용자 모드인지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대상 그룹은 클라이언트 트리 보기에서 선택한 그룹을 표시합니다.

검색 기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시스템 또는 사용자에 대한 속성 목록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목록을 보려면 검색 필드의
빈 셀을 누르십시오. 사용하려는 검색 조건을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연산자 목록을 표시합니다. 비교 연산자 아래 셀을 누르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연산자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 (같음)
• != (같지 않음)
• > (보다 큼)
• < (보다 작음)
• >= (이상)
• <= (이하)
• LIKE
입력한 문자열의 처음과 끝에 와일드카드 문자 "%"를 넣습니다. 입력한 값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문자열 또는 입
력한 값을 포함하는 모든 문자열을 찾습니다.

값 새로운 값을 입력하거나 미리 정의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려는 문자열을 입력하려면 값 아래 셀을 누르십
시오. 입력할 수 있는 값은 검색 필드 열에서 선택한 검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자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
습니다. 비교 연산자에서 설명한 대로, LIKE 연산자를 사용하면 일부만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조회 내용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합니다.

group name에 대한 통신 설정 내보내기 group name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파일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 있는 통신 파일을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다시 설정하려는 경우.
• 클라이언트가 속한 그룹을 변경하려는 경우.
•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로 변환하려는 경우.
• 관리되는 클라이언트를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로 변환하려는 경우.

통신 파일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특정 그룹에 등록하고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파일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포함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연결해야 하는 관리 서버.
• 관리 서버가 정책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내보내는지,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는지 여부.
• 클라이언트가 정책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빈도.
• 변환된 클라이언트가 할당된 그룹.

통신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내보낸 후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통신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기본 파일 이름은 group
name_sylink.xm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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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3: 그룹 통신 설정을 내보내기 위한 옵션

옵션 설명

내보낼 위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위치 중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기본 파일 이름은 group name_sylink.xml입니다.
선호 정책 모
드

이 그룹의 정책을 그룹의 시스템 또는 그룹의 사용자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시스템 모드
시스템이 관리 서버의 인증을 받을 때 이러한 시스템에 정책이 적용되도록 지정합니다.

• 사용자 모드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온하여 관리 서버의 인증을 받을 때 이러한 사용자에게 정책이 적용되도록 지정합니다.

그룹 속성
그룹 속성 대화 상자에는 선택한 그룹의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그룹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으며 그룹의
새 클라이언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Table 304: 그룹 속성 옵션

옵션 설명

그룹 ID 그룹의 ID 번호.
이름 보기 트리에 나타나는 그룹 이름.
설명 그룹에 대한 설명.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정보 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전체 경로 이름 선택한 그룹의 전체 경로.
실제 시스템 대수 선택한 그룹에 있는 시스템 수.
등록된 사용자 수 선택한 그룹에 있는 사용자 수.
생성자 선택한 그룹을 생성한 관리자의 이름.
생성 그룹을 생성한 날짜 및 시간.
마지막 수정 그룹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및 시간.
정책 일련 번호 적용 중인 정책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된 일련 번호.
정책 날짜 정책 생성 날짜 및 시간 스탬프.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일련 번호 적용 중인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정책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된 일련 번호.
새 클라이언트 차단 이 옵션을 실행하면 사용자 및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룹에 추가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 옵션은 기

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룹 관리

표시 필터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선택한 그룹에 대해 표시되는 클라이언트를 필터링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필터 설정이 유지되고 개별 관리자 또는 제한된 관리자의 로그온
이름과 함께 저장됩니다. 관리자가 필터 조건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은 해당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관리자
는 자신이 설정한 필터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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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5: 표시 필터 옵션

옵션 설명

플랫폼 유형 Windows 클라이언트, Mac 클라이언트 또는 Linux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를
한 번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유형 클라이언트의 계정 유형을 기준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그룹의 클라이언트에 정책을 적용하려는 방
법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계정 또는 시스템 계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모드와 시스템 모드 간 전환

새로 생성되었지
만 클라이언트 소
프트웨어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새
사용자 또는 시스
템

사용자 계정 또는 시스템 계정으로 이미 추가되었지만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이 목
록을 사용하여 여전히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비영
구적 VDI 클라이
언트 제외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 오프라인인 비영구적 클라이언트를 표시에서 제외합니다.

페이지당 결과 수 페이지당 표시할 최대 클라이언트 수를 설정합니다. 최대 999대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 예외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예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범위 또는 특정 MAC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306: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 예외 옵션

옵션 설명

탐지에서 제외할 IP 주소 범위 탐지에서 제외할 주소 범위의 시작 IP 주소 및 끝 IP 주소.
탐지에서 제외할 MAC 주소 탐지에서 제외할 장치의 MAC 주소.

단독 실행 탐지기 예외
관리되지 않는 탐지기에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를 탐지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관리되지 않는 장치로 탐지되지 않도
록 제외할 장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와 같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는 장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DAP 사용자 가져오기
가져온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사용자 수를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속성
클라이언트 속성에서 클라이언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탭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 서버에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체크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일반 탭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탭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탭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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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탭에는 사용자 정보 수집 메시지가 나타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관리 > 설치 패키지 > 사용
자 정보 수집 설정에서 언제라도 사용자 정보 수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수집 설정

Table 307: 일반 탭

값 설명

설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내에서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
다.

시스템 이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이름.
로그온 사용자 이름 로그온한 시스템 계정.
그룹 관리 서버에서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속한 클라이언트 그룹.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속한 Windows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
시스템 설명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시스템 속성에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 설명.
프로세서 프로세서의 수, 제품군 및 속도.
메모리 보고된 물리적 메모리의 총 크기. 총 여유 메모리는 클라이언트 탭을 확인하십시오.
BIOS 버전 BIOS의 유형 및 버전.
운영 체제 운영 체제(플랫폼 및 버전).
커널 이 시스템에 설치된 운영 체제의 커널 버전입니다. Linux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Windows 또는 Mac 클라

이언트의 경우 공백으로 나타납니다.
서비스 팩 보고된 서비스 팩.
TPM 장치 TPM(신뢰하는 플랫폼 모듈) 하드웨어 장치의 유형(있는 경우).
고유 ID 설치할 때 생성된 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설치의 고유 식별자. 고유 ID는 데이터베이

스에서 시스템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하드웨어 키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고유 식별자.
UUID 시스템의 BIOS에 대한 고유 식별자. 자산 인벤토리 또는 기타 유사한 몇 가지 작업에 BIOS UU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언어 설치된 운영 체제의 언어.
전체 디스크 공간 시스템의 전체 디스크 공간 크기. 총 여유 디스크 공간은 클라이언트 탭을 확인하십시오.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배포 상태 배포 및 설치가 성공 또는 실패했는지를 표시합니다.

배포 메시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설치 후에 반환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배포 대상 버전 배포할 예정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버전.
배포 실행 버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의 현재 버전.
마지막 배포 시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마지막으로 배포한 시간.
가상화 플랫폼 가상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호스팅되는 플랫폼(예: VMware). 비가상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해당 없음"을 보

고합니다.
일련 번호 가상 시스템의 경우 VMware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설치 유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표준 클라이언트인지, 내장 또는 VDI 클라이언트인지 또는 다

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인지를 표시합니다. 기존 클라이언트인 경우 클라이언트가 표준 크기인지, 아니면
축소 크기인지를 표시합니다.

쓰기 필터 상태 이 클라이언트에 Windows 쓰기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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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8: 네트워크 탭

값 설명

마지막으로 연결한 IP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마지막으로 연결될 때 보고된 IP 주소. 환경에서 NAT(네트워크 주소 변
환)를 사용하는 경우 이 값이 IP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DHCP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연결하는 DHCP 서버.
DNS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연결하는 DNS 서버.
WINS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연결하는 WINS 서버.
주소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보고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소. 각 주소 유형별로 둘 이상의 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IP 주소
IP 주소.

• MAC 주소
해당 IP 주소에 연결된 고유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주소.

• 기본 게이트웨이
사용 중인 기본 게이트웨이.

Table 309: 클라이언트 탭

값 설명

클라이언트 보고된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빌드 버전.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 버
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보안 패치 버전.
Windows 클라이언트에 Endpoint Protection 보안 패치 다운로드

현재 정책 일련 번호 사용 중인 현재 관리 서버 정책의 일련 번호.
바이러스 정의 사용 중인 바이러스 정의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SONAR 정의 사용 중인 SONAR 정의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IPS 정의 사용 중인 침입 차단 시그니처 정의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다운로드 보호 정의 사용 중인 다운로드 인사이트 정의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EDR 정의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EDR) 제품 컨텐츠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EDR은 EDR 서버에 사후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LiveUpdate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CNT 라이브러리 및 구성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이 사용하는 공용 네트워크 전송 라이브러리 및 구성의 날짜 및 리비전 번호.
AML 정적 컨텐츠 AML 정적 컨텐츠의 상태.
WTR 정의 NTR(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의 날짜와 리비전 번호. NTR은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웹

기반 위협 요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상태 호스트 무결성 검사의 상태로, 성공 또는 실행 중지됨입니다.
호스트 무결성 이유 코드
설명

호스트 무결성 검사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상태 변경 시간 클라이언트가 상태 변경을 보고한 마지막 시간.
표준 시간대 오프셋 표준 시간대가 GMT(그리니치 표준시)에서 오프셋된 시간.
여유 메모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
여유 디스크 공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
메모리 악용 완화 상태 메모리 악용 완화가 실행되었는지 여부. 침입 차단 정책에서 메모리 악용 완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역폭 낮은 대역폭의 상태.

낮은 대역폭을 사용할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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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설명

집중 보호 상태 집중 보호의 상태.
집중 보호를 사용할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등록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
션 상태

NTR(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실행됨: 시스템에 NTR이 설치되어 실행 중입니다.
• 설치되지 않음: NTR이 설치 패키지에 포함된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의 일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
다.

• 정책으로 실행 중지됨: 이 그룹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습
니다.

• 작동하지 않음: NTR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PAC URL이 올바르지 않거나 토큰이 잘못되
었습니다.

NTR을 사용하려면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s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통합 정책은 14.3 RU1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
션 메시지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로그에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 상태를 표시합니다.

IPS Out-of-band 검사 상
태

Out-of-band 검사는 네트워킹 트래픽의 처리 모델을 변경하며 다른 WFP(Windows 필터링 플랫폼) 드라이버
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을 실행하는 경우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Out-
of-band 검사를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 특성은 작업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D 상태

Symantec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AD)는 모든 엔드포인트, 서버, 사용자, 응용 프로그
램, 로컬에 저장된 인증 정보 등 조직의 내부 리소스에 대한 공격자 인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이 솔루
션은 조직의 Active Directory 구조 전체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실하고 제한 없는
난독 처리를 생성합니다. 이 기능은 14.2 RU1에서 추가되었습니다.

URL 실행 상태 IPS 정책의 URL 평판은 멀웨어, 사기, 피싱, 스팸과 같은 악성 컨텐츠를 호스팅할 수 있는 도메인 및 URL의
위협 요소를 식별합니다. URL 평판을 사용하면 악성 컨텐츠의 알려진 소스로 식별된 웹 주소에 대한 액세스
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목록
관리 서버 추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서버와 해당 클라이
언트 간의 암호화된 통신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에 사용할 포트 번호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Table 310: 관리 서버 추가 대화 상자

옵션 설명

서버 주소 관리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
정하면 관리 서버 목록에 해당 이름이 추가됩니다.
IP 주소에는 IPv4 및 IPv6이 포함됩니다. IPv6의 경우 주소를 대괄호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관리 콘솔이
자동으로 대괄호를 추가합니다.

HTTP 포트 사용
자 정의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HTTP의 기본 TCP 포트 번
호는 8014입니다.

HTTPS 포트 사
용자 정의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와의 암호화된 연결에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HTTPS의 기본 TCP
포트 번호는 443입니다.
버전 14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새로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HTTPS 프로토콜이 설치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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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목록 이름: 할당된 그룹 및 위치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택한 관리 서버 목록이 할당된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관리 서버 아이콘이 있는 그룹 아
이콘에 흰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그룹(회색으로 표시)은 상위 그룹에서 상속됩니다.

관리 서버 목록
사용자 정의 관리 서버 목록을 생성하여 특정 그룹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되는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311: 관리 서버 목록 옵션

옵션 설명

이름 및 설명 초기 설치 후 기본 사이트를 위한 기본 관리 서버 목록 이름 및 설명을 나열합니다. 관리 서버 목록이 추가된
경우 관리자가 관리 서버 목록 창에서 선택한 관리 서버 목록 이름 및 설명이 표시됩니다.

HTTP 프로토콜 사용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HTTP의 기본 TCP 포트 번호는 8014입니다.
HTTPS 프로토콜 사용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SSL(Secure Sockets Layer)을 실행하는 서버와 통신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HTTPS의 기본 TCP 포트 번호는 443입니다.
또한 통신용으로 기본 HTTP 프로토콜이 아닌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
의 관리 서버 목록을 작성하여 HTTP 및 HTTPS 포트 번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클라이
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포트를 사용자 정의해야 합니다. 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은 손실됩니다. 관리
서버의 프로토콜이나 포트 번호를 변경할 경우 관리 서버 목록에서 해당 사항을 편집해야 합니다. 그 후 클라
이언트는 통신을 다시 시작합니다.
버전 14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새로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HTTPS 프로토콜이 설
치됩니다.

HTTPS 프로토콜을 사
용할 때 인증서 확인

클라이언트에서 신뢰하는 타사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 관리 서버의 우선 순위,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우선 순위 및 IP 주소는 초기 설치 후 기본 사
이트를 위한 기본 관리 서버 목록에 나열됩니다. 관리 서버 목록이 추가되면 이 입력란에도 관리 서버 목록에
있는 관리 서버의 우선 순위 및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이 표시됩니다. 관리 서버 목록 창에 있는 우선 순위
및 IP 주소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각 우선 순위에 원하는 만큼 관리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
목록에 첫 번째로 나열된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관리 서버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를 배포하기
전에 이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리 서버가 동일한 우선 순위로 추가되는 경우 클라이언
트는 해당 순위의 모든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갖는 사용 가능한
관리 서버 간의 로드를 자동으로 균형 있게 조정합니다.

관리 서버 목록 대체
선택한 목록을 할당하거나 특정 목록을 다른 특정 목록으로 대체하여 그룹에 다른 관리 서버 목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목록이 기본 관리 서버 목록, List2 및 List3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관리 서버 목록을 List3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List2를 List3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목록 할당 명령을 사용하면 기본 관리
서버 목록과 List2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Table 312: 관리 서버 목록 대체

옵션 설명

이전 관리 서버 목록 이름 사이트의 현재 관리 서버 목록.
이전 관리 서버 목록 이름 이전 관리 서버 목록을 대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관리 서버 목록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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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그룹 및 위치 확인란 관리 서버 목록을 대체할 그룹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굵은 글꼴로 표시되는 그룹 이름
은 현재 관리 서버 목록을 나타냅니다. 상위 그룹에서 상속한 그룹에 대한 목록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
속된 그룹에는 [상위 그룹에서 상속]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대체 선택한 그룹 및 위치의 이전 관리 서버 목록을 새 관리 서버 목록으로 대체합니다.

관리 서버 목록 적용
관리 서버 목록을 생성한 후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그룹이나 위치에 적용해야 관리 서버 목록이 활성화됩니다.

Table 313: 그룹 또는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 적용

옵션 설명

관리 서버 목록 그룹 및 위치에 적용할 관리 서버 목록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그룹 및 위치 확인란 관리 서버 목록을 적용하려는 그룹 및 위치를 지정합니다. 굵은 글꼴로 표시된 그룹 또는 위치는 표시된

관리 서버 목록이 이미 할당된 것입니다.
할당 선택한 그룹 또는 위치에 관리 서버 목록을 적용합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 > 정책 탭
<group_name>에 대한 통신 설정
통신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314: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 통신 설정

옵션 설명

클라이언트와 관리 서버
간 통신 실행

그룹에 대한 연결이 실행 중지되더라도 이 위치의 클라이언트 서버와 관리 서버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Note: 특정 위치에 대해 그룹 통신 설정 사용이 선택 해제된 경우 해당 특정 위치에 대해 이 옵션이 나타납니
다.

관리 서버 목록 그룹 내의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 있는 관리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전에 정책 구성 요소 창의 관리 서버 목록에서 추가한 서버가 이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한 번에 하나
의 관리 서버 목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 목록의 모든 서버에서 정책을 다운로드합니다.
• 관리 서버에서 정책 및 컨텐츠 다운로드
그룹별 설정 전용.

• 푸시 모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대한 지속적인 연결을 설정합니다. 서버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클라이언트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즉시 통지됩니다.

• 풀 모드
클라이언트는 하트비트 빈도 설정에 따라 서버에 정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서버에 연결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푸시 모드는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이언트
를 풀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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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업로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확인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
니다.
정책 창에 있는 조회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볼 수 있습니다.

Note: 이 설정을 실행하려면 사이트 전체 응용 프로그램 학습도 실행해야 합니다.

Note: 사이트 속성: 일반

하트비트 간격 하트비트 간격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설정과 통신하고 불러오는 빈도.
하트비트가 있을 때마다 서버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 보안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본 하트비트 간격은 5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즉시 중요 이벤트를 업로드하도록 하십시오.
(Windows에만 해당) 이 옵션을 실행하면 클라이언트는 중요 이벤트를 즉시 관리 서버로 업로드하며 하트비트
간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요 이벤트에는 발견된 모든 위험 요소(쿠키 제외)와 모든 침입 이벤트가 포함됩
니다. 시스템 변경 이벤트는 중요 이벤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
습니다.
관련 통지에 대한 지연 기간이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관리자 통지가 곧바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Note: 버전 12.1.4 이상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만 중요 이벤트를 즉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의 클
라이언트는 하트비트 간격에만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다운로드 모드(푸시 또는 풀)는 이 설정과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무작위 수행 무작위 수행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기본 관리 서버 또는 그룹 업데이트 공급자에서 컨텐츠를 무작
위로 다운로드할지 여부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연결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할 때 클라이언트가 소속될 그룹을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삭제되거나 연결이 끊기고 나서 다시 추가되고 재연결되면 클라이
언트가 원래 그룹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마지막으로 속해 있었던 그룹에 유
지하십시오.
• 클라이언트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그룹 설정 사용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끊기기 전에 속해 있던 그룹의 설정을 사용합니다.
• 클라이언트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사용자 모드/시스템 모드 설정 사용

(Windows에만 해당) 새 사용자가 사용자 모드로 구성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로그온할 경우 클라이언트
는 이전 사용자가 있던 그룹에 유지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모드와 시스템 모드 간 전환

이 기능은 위치 기반이 아니라 그룹 기반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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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 group name: 일반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는 일반 위치 인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선택한 그룹 내의 각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옵션 설명

위치 설정 • 최근 위치를 기억합니다.
초기 로그온 시 마지막으로 사용한 위치가 클라이언트에 할당됩니다. 위치 탐지가 실행된 경우
몇 초 후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위치로 전환됩니다. 위치 탐지가 실행 중지된 경우에는 클라이언
트가 서버 제어 상태에 있더라도 사용자가 수동으로 위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 위치가 실행된 경우 잠시 후 클라이언트가 검역소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위치 인식 실행
클라이언트를 배치할 올바른 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위치에 따라 적용할 정책이 결정됩니
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종료하기 전의 위치와 같은 곳에서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합니
다.

Note: 상위 그룹에서 정책 컨텐츠를 상속받지 않는 하위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에만 위치 탐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으로 실행됩니다.
알림 영역 아이콘 실행 중지 터미널 서버(예: Microsoft Terminal Server 또는 Presentation Server)에서 실행되어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알림 영역 아이콘(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실행 중지하면 사용자 세션 프로세스(예: SmcGui.exe 및 ccSvcHost.exe)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레지스트리의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Symantec
\Symantec Endpoint Protection\SMC\LaunchSmcGui 매개 변수를 0으로 변경합니
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 키를 수동으로 0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기본 설정은 실행 중
지이며, 레지스트리 키 값을 1로 전환합니다. 이 설정은 이제 정책을 통해 관리되므로 이 키에 대한
모든 수동 변경 사항은 덮어쓰여집니다. 따라서 이 설정을 실행하기 전에 터미널 서버에 있는 클라이
언트를 동일한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터미널 서버에서 실행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의 경우 이 옵션을 선택 해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smc 서비스가 재시작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은 14.3 RU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ersistent per-user ccSvcHst.exe processes prevent graceful session logoff(영문)
Citrix and terminal server best practices for Endpoint Protection(영문)

일반 설정 group name: 보안 설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트래픽 통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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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그룹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 옵션

옵션 설명

방화벽 시작 전과 방화벽 중단 후
모든 트래픽 차단

어떠한 이유로든 방화벽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
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을 때 보호되지 않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켜진 후 방화벽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 방화벽 서비스가 중단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중단된 후
이 시기는 승인되지 않은 통신이 허용될 수 있는 보안상의 작은 허점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승인되
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시스템과 통신하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Note: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이 실행 중지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설정을 무시합니
다.

초기 DHCP 및 NetBIOS 트래픽 허
용

네트워크 연결을 실행하는 초기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트래픽에는 클라이언트가 IP 주소를
수신하도록 허용하는 초기 DHCP 및 NetBIOS 트래픽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트래픽은 차단됩니다.

인증에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보안 통
신 실행

클라이언트가 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버 통신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손상되거나 잘못된 경
우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이 실행 중지된 경우에는 인증서가 손상되거
나 잘못되었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여전히 서버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암호 설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추가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Windows 클라이언트에 그룹별로 암호 보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때 암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316: 그룹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암호 옵션

옵션 설명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열 때 암호 필요

사용자가 Windows의 시작 메뉴나 통지 영역 아이콘에서 클라이언트를 열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합
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중지할 때 암
호 필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사용자가 명
령줄 프롬프트에 smc -stop을 입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올바른 암호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
서비스와 모든 클라이언트 서비스 기술이 1분 이내에 실행 중지됩니다(14.3부터).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지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때 암호 필요 사용자가 Windows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책을 가져오거나 내보내고 클라
이언트 통신 설정을 가져오기 위한
암호가 필요함

사용자가 새 정책을 가져오거나 내보내거나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 통신 설정을 가져오려면 암
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속되지 않는 하위 그룹에 암호 설
정 적용

하위 그룹이 상위 그룹에서 상속되지 않더라도 클라이언트 암호로 보호 그룹 상자의 암호 설정을
해당 하위 그룹에 전파합니다.
이 옵션은 상위 그룹에만 나타납니다.
그룹의 상속 실행 중지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대한 Windows 명령

<group name>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차단 기능 및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결정하려면 사용자 제어 수준을 지정하십시오. 사용자 제어 수준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기능이 전혀 표시
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이는지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체가 표시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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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모든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알림 영역 아이콘 및 일부
IPS 옵션만 서버 제어 및 클라이언트 제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드 또는 혼합 모드에서 설정 중 하나를 변경하려면 최종 사용자가 Windows 관리자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Table 317: 사용자 제어 수준에 대한 제어 설정

옵션 설명

서버 제어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소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가 관리되는 설정을 구성할 수 없도록
서버 제어에서 해당 구성을 잠급니다. 이러한 설정은 회색으로 표시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버 제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방화벽 규칙, 응용 프로그램별 설정, 방화벽 설정 및 침입 차단 설정을 구성 또는 실행할 수 없
습니다. 모든 방화벽 규칙 및 보안 설정은 해당 클라이언트의 콘솔에서 구성합니다.

• 사용자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클라이언트 관리 로그, 클라이언트의 트래픽 작업 및 클라
이언트에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및 침입 차단 통지가 클라이언트에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숨길 수 있습니다.

새 위치를 생성하면 해당 위치가 서버 제어로 자동 설정됩니다.
클라이언트 제어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대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클라이언트 제어는 관리되는 설정을 잠금 해

제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제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방화벽 규칙, 방화벽 설정, 응용 프로그램별 설정, 침입 차단 설정 및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
이스 설정을 구성 또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 구성한 방화벽 규칙에 우선합니다.
클라이언트 제어는 원격 위치에서 작업하거나 재택 근무 중인 직원에게 유용합니다.

복합 제어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합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복합 제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방화벽 규칙 및 응용 프로그램별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방화벽 규칙이 사용자가 구성한 규칙에 우선할지의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정책의 규칙 목
록에 있는 서버 규칙의 위치에 따라 서버 규칙이 클라이언트 규칙에 우선할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로그, 클라이언트 관리 로그, 방화벽 설정, 침입 차단 설정 및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클라이언트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실행 및 실행 중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
다.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로 지정한 설정은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서버로 지정한 설정
은 본인만 구성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회색으로 표시되거나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설정이 잠금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도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설정이 클라이언트의 설정에 우선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자동 보호 기능의 잠금을 해제하고 사용자가 이를 실행 중지한 경우 자동 보호를 실
행할 수 있습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자동 보호 옵션에 대한 덮어쓰기 설정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복합 제어 설정: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결정합니다. 이 설정은 위치에 적용되고 그룹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을 설정하고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설정을 서
버 제어(잠금) 또는 클라이언트 제어(잠금 해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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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를 누르면 클라이언트에 설정이 표시되지 않거나 흐리게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구성하거나 실행할 수 없
습니다. 대신에 관리자가 콘솔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기능 잠금이라고도 합니다.

• 클라이언트를 누르면 클라이언트에 설정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설정을 구성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기
능 잠금 해제라고도 합니다.

이 탭에서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또는 메모리 악용 완화 설정을 잠그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정책에 해당하는
창에서 잠그고 잠금 해제합니다.

그 대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 서버 설정은 다음 조건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설정을 덮어씁니다.

• 서버를 누르면 클라이언트에서 설정이 잠겨 있더라도 설정은 클라이언트 설정을 덮어씁니다.
• 클라이언트를 누르면 서버 설정이 클라이언트 설정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NOTE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모든 혼합 모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버 제어 또는
클라이언트 제어에서 별표(*)가 있는 옵션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은 이 탭과 동일한 대화 상자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클라이언트 로그 옵션에는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설정과 해당 옵션이 있는 콘솔 및 클라이언트의 위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318: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클라이언트 로그 옵션

옵션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자동 보호 옵션* Windows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설정 구성 > 자동 보호 탭
Mac 클라이언트: 설정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자동 보호
설정 > 구성

SONAR 보호 옵션 Windows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위협 요소 사전 차단 > 설정 구성 > SONAR 탭

검역소 옵션 검역소 보기
기타 옵션
기타 옵션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보호 설정이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 설정 구성 > 글로벌 설
정 탭

통지 영역 아이콘 표시/숨김
알림 영역 아이콘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표시하거나 숨깁니
다. 사용자는 여전히 Windows 시작 메뉴에서 클라이언트의 기본
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 > 알림 영역 아이콘
표시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클라이언트 관리 > 설정 구성 > 일반 탭 > 알림 영
역에 시만텍 보안 아이콘 표시

제어, 패킷, 트래픽, 시스템 및 보안 로그 구성
사용자가 로그 크기 및 로그 항목 저장 기간(일)을 구성할 수 있는
로그 탭을 표시하고 패킷 로그를 실행합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 페이지 > 정책 탭 > 클라이언트 로그 설정 대화 상
자
클라이언트 로그 크기 및 관리 서버에 업로드할 로그 지정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성 > 로그
탭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설정에는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일반 설정과 해당 옵션이 있는 콘솔 및 클라이언트의 위
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에는 방화벽과 침입 차단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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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9: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설정

옵션 설명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모든 트래픽 메뉴
명령 차단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사용자가 이 명령
을 사용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방화벽 규칙에 정의
된 트래픽 작업을 수행합니다.

• 콘솔
없음

• 클라이언트
상태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완화 > 옵션 > 네트워크 활
동 보기 > 도구 메뉴 > 모든 트래픽 차단

Note: 이 옵션은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가 아닌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복합 제어 모드의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구
성할 수는 없습니다.

방화벽 시작 전과
방화벽 중단 후 모
든 트래픽 차단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간과 방화벽이 시작
되는 시간 사이에 트래픽을 수신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을 차단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방화벽이 종료되는 시간
과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간 사이에도 트래
픽을 차단합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 페이지 > 정책 탭 > 일반 설정 > 보안 설정
탭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방화벽 탭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실행 중
지

방화벽 및 침입 차단 시스템을 실행하고 실행 중지합니
다.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기능을 실행 중지하면 클
라이언트가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
픽을 허용합니다.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은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페이
지의 명령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
다. 콘솔에서 실행 중지 명령을 실행하면 이 설정이 재
정의됩니다.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명령 실행

• 콘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 > 다음 사용
자가 방화벽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도록 허용

• 클라이언트
상태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옵션 > 네트워
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또는 모든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기능 실행 중지

네트워크 보안 테스
트 메뉴 명령

사용자가 검사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 위협 요소와 바이
러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테스트 메뉴 명령을 실행하면
Symantec Security Check 웹 사이트가 열립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 > 사용자가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허용

• 클라이언트
상태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옵션 > 네트워
크 활동 보기 > 도구 > 네트워크 보안 테스트 메뉴 명
령

일치하지 않는 IP 트
래픽 설정 구성

수신 IP 트래픽과 송신 IP 트래픽 중 방화벽 규칙과 일
치하지 않는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IP 트래픽에는 IP 네
트워크를 흐르며 TCP, UDP 및 ICMP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데이터 패킷이 포함됩니다. IP 트래픽 유형으로는
응용 프로그램, 메일 교환, 파일 전송, ping 프로그램 및
웹 전송 등이 있습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 > 일치하지
않는 IP 트래픽 설정 그룹 상자(복합 제어만 해당)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방화벽 탭

방화벽 정책 설정에는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설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서버로 설정할 경우 방화벽 정책
에서 해당 옵션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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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0: 방화벽 정책 설정

옵션 설명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내장 규칙 지정된 트래픽에 대한 아웃바운드 요청 및 인바운드 응답
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
내장 규칙

• 콘솔
방화벽 정책 > 내장 규칙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방화벽 탭

보호 및 숨김 설
정

특정 유형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거
나 차단하는 방화벽 규칙.
보호 및 숨김 설정

• 콘솔
방화벽 정책 > 차단 및 숨김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방화벽 탭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
링 실행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도록 합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 페이지** > 정책 탭 >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 >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방화벽 탭

규칙을 추가하는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통신 실행

침입 차단 정책에는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침입 차단 설정과 해당 옵션이 있는 콘솔 및 클라이언트의 위치가 정리
되어 있습니다.

Table 321: 침입 차단 정책

옵션 설명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침입 차단 실행 클라이언트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네트워크
IPS 시그니처, IPS 시그니처 및 IPS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콘솔
침입 차단 정책 > 침입 차단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침입 차단 탭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실행

클라이언트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브라우저 트래픽에
IPS 웹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적용합니다.

• 콘솔
침입 차단 정책 > 침입 차단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침입 차단 탭

침입 차단 통지
표시/숨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침입 차단 공격이 실행될 때 나
타나는 통지를 표시합니다. 통지가 소리와 함께 발생하거
나 특정 기간이 지난 후 닫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통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 > 네트워크
보호 보안 이벤트 통지 그룹 상자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
성 > 통지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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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통합 정책

옵션 설명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WSS 트래픽 리
디렉션 실행

Web Security Services(WSS) 기술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리디렉션합니다.

• 콘솔
통합 정책 > WSS 트래픽 리디렉션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클라이언트 관리 설정 > 설정 구성 > WSS
트래픽 리디렉션 탭
이 기능을 클라이언트 제어로 설정할 경우 사용자는
실행 또는 실행 중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PAC(프록시 자동 구성) 파일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
다.

Note: 이 기능은 Mac 클라이언트에서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네트워크 침입 차단 또는 브라우저 침입 차단 실행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및 일부 보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선택한 위치에 적
용됩니다.

다음의 경우 이러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제어 수준을 서버 제어로 설정한 경우.
•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제어 수준을 복합 제어로 설정하고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에서 상위 기능을 서버로 설정한
경우.
예를 들어 통지 영역 아이콘 표시/숨기기를 서버로 설정한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아이콘을 표시할지 아니면 숨길지를 선
택합니다. 통지 영역 아이콘 표시/숨김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에게 통지 영역 아이콘이 표시됩
니다.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숨기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Windows 클라이언트의 경우 모든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버 제어 또는 클라이언
트 제어에서 별표(*)가 있는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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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옵션 설명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클라이언트 표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숨기면 클라이언트가 백그라운드
에서 실행됩니다.

콘솔: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서버 제어만)
클라이언트:
• 서버 제어에서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통지 영역
아이콘 표시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클라이언트에 통
지 영역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복합 제어에서는 클라이언트 표시 옵션을 실행 중
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시작 메뉴에서
클라이언트의 기본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알림 영역 아이콘 표시* 클라이언트의 알림 영역 아이콘과 해당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를 때 나타나는 메뉴를
표시합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 > 알림 영역 아이콘
표시/숨김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클라이언트 관리 > 설정 구성 > 일반
탭 > 알림 영역에 시만텍 보안 아이콘 표시

Windows 토스트 통지 실
행

Windows 8 스타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팝업 통
지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서버 제어만)

•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클라이언트 관리 > 설정 구성 > 일반
탭 > 심각한 알림에 Windows 토스트 사용
복합 제어에서는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없고 사
용자에게 항상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허용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모듈에 네트워크 보
안 테스트 메뉴 명령을 표시합니다.
이 메뉴 명령을 실행하면 Symantec Security Check
웹 사이트가 열립니다.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사이
트에서 검사를 실행하여 네트워크 공격이나 바이러
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콘솔:
클라이언트/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탭 > 네트워크
보안 테스트 메뉴 명령

• 클라이언트:
상태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옵션 > 네
트워크 활동 보기 > 도구 > 네트워크 보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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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다음 사용자가 방화벽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도
록 허용

• Windows 관리자만 해당 또는 모든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방화벽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
할 수 있는 사용자 유형을 지정합니다.

• 방화벽 실행을 중지하는 경우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이 실행 중지되어 있는
경우 방화벽 및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모든 트래
픽 또는 인바운드 트래픽만 무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트래픽 허용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을 실행 중지하여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제
한되지 않은 상태로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 허용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위
협 요소 차단을 실행 중지하여 사용자가 네
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바
운드 트래픽은 여전히 방화벽과 IPS를 통과
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사용자가 호텔이나 핫스팟에서 회
사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사외에서 회사 랩톱을 사용하
는 직원은 회사 VPN을 통해서만 외부 웹 사
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VPN을 시작하려면 먼저 외부 웹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직원의
웹 페이지 액세스는 허용하지만 인바운드 트
래픽은 차단합니다.

콘솔: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 >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실행 중지
클라이언트:
모든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기능 실행 중지/네트워
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을 다시 실행하기까지의
시간
사용자가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을 실행 중지하
도록 허용되는 횟수

5분이 지나거나 3회가 넘으면 사용자가 보호 기능
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은 직원이 웹 페이지에 로그온한 후 보안이 복원되
도록 합니다.

없음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장치 제어를 실행 및 실행
중지하도록 허용

드물기는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 제어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일부 안전 응용 프로그램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 > 이 정책 실행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클라이언트 관리 > 설정 구성 > 일반 탭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실행

네트워크 보호 보안 이벤
트 통지

•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 통지 표시*
IPS가 침입 차단 시도를 탐지하거나 MEM이 악
용을 탐지할 때마다 통지를 표시합니다. 이전 통
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두 번째 공
격을 탐지한 경우 사용자는 하나의 통지만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통지할 때 사운드 사용*
통지가 나타날 때 사용자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 통지에 사용할 추가 텍스트*
통지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추가된
텍스트를 120자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Mac
의 경우 서버 제어만)

콘솔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 > 침입 차단 통지 표시/
숨기기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성
> 통지 탭 >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 통지 표시
및 사용자에게 통지할 때 사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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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이 설정을 구성하는 위치

일치하지 않는 IP 트래픽
설정
(복합 제어만 해당)

수신 IP 트래픽과 송신 IP 트래픽 중 방화벽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IP 트래픽에
는 IP 네트워크를 흐르며 TCP, UDP 및 ICMP 프로
토콜을 사용하는 데이터 패킷이 포함됩니다. IP 트
래픽 유형으로는 응용 프로그램, 메일 교환, 파일 전
송, ping 프로그램 및 웹 전송 등이 있습니다.
• IP 트래픽 허용
방화벽 규칙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수신 트래
픽과 송신 트래픽을 모두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VPN 트래픽을 차단하는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
면 방화벽에서 VPN 트래픽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방화벽이 실행 중지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트래픽만 허용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거나 응용 프로그램
에서 나가는 트래픽은 허용하고 응용 프로그램
과 관련이 없는 트래픽은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은 방화벽 규칙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Internet Explorer는 허용하지만 VPN 트래픽은
차단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트래픽을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
에게 메시지 표시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할 것인지, 차
단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
를 들어 사용자는 미디어 파일을 차단할지 여부
를 선택하거나 NTOSKRNL.DLL 프로세스의 브
로드캐스트를 숨길 수 있습니다. 스파이웨어는
NTOSKRNL.DLL 프로세스를 다운로드하고 설
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NTOSKRNL.DLL 프로
세스는 스파이웨어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
다.

콘솔:
클라이언트/서버 제어 설정 탭 > 일치하지 않는 IP 설정
구성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 설정 구성
> 방화벽 탭

위치 기준 지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다른 위치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여러 개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전환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비교적 공격에 취약한 곳에서 연결하는 경우 다양한 보안 정책 세트를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시스템이 이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지정된 그룹의 위치로 자동 전환되고 네트워크에 연
결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긍정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IP 주소 범위 내에 포함되는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특정 레지스트리 키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부정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특정
무선 SSID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에 대한 조건 설정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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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사용 가능한 위치 기준

옵션 설명

시스템 IP 주소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음 IP 주소 중 하나가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든 IP 주소가 다음 목록에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음 주소 중 하나가 없는 경우
IP 주소, IP 범위, 서브넷 주소 또는 호스트 그룹 및 해당하는 값과 같은 기준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IP 주소, IP 범위 또는 서브넷 주소에 대해 IPv4 또는 IPv6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주소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다음 주소 중 하나인 경우
이 조건에는 나열된 IP 주소와 일치하는 모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다음 주소 중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IP 주소, IP 범위, 서브넷 주소, 호스트 그룹 또는 MAC 주소 및 해당하는 값과 같은 기준 유형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주소, IP 범위 또는 서브넷 주소에 대해 IPv4 또는 IPv6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NS 서버 주소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다음 WINS 서버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든 WINS 서버가 다음 목록에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음 WINS 서버 주소 중 하나가 없는 경우
IP 주소, IP 범위, 서브넷 주소 또는 호스트 그룹 및 해당하는 값과 같은 기준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IP 주소, IP 범위 또는 서브넷 주소에 대해 IPv4 또는 IPv6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NS 서버 주소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DNS 서버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든 DNS 서버가 다음 목록에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DNS 서버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P 주소, IP 범위, 서브넷 주소 또는 호스트 그룹 및 해당하는 값과 같은 기준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IP 주소, IP 범위 또는 서브넷 주소에 대해 IPv4 또는 IPv6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 주소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DHCP 서버 주소가 다음 주소 중 하나인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DHCP 서버 주소가 다음 주소 중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IP 주소, IP 범위, 서브넷 주소, 호스트 그룹 또는 MAC 주소 및 해당하는 값과 같은 기준 유형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주소, IP 범위 또는 서브넷 주소에 대해 IPv4 또는 IPv6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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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네트워크 연결 유형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네트워킹
• 전화 접속 네트워킹
• 이더넷
• 무선
• Check Point VPN-1
• Cisco VPN
• Microsoft PPTP VPN(L2TP/IPsec 포함)
• Juniper NetScreen VPN
• Nortel Contivity VPN
• SafeNet SoftRemote VPN
• Aventail SSL VPN
• Juniper SSL VPN

관리 서버 연결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관리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신뢰하는 플랫폼 모듈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신뢰하는 플랫폼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신뢰하는 플랫폼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신뢰하는 플랫폼 모듈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TPM 토큰
• IBM TPM 토큰
• HP TPM 토큰

DNS 조회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호스트 이름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래 지정된 호스트 이름을 분석할 수 없는 경우
호스트 이름 및 DNS 확인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키 이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제공한 레지스트리 키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지 여부.
• 제공한 레지스트리 키 이름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지 여부.
• 제공한 레지스트리 값이 특정 이름, 값 유형 또는 값과 같은지 여부. 값 유형에 대한 옵션에는 문
자열, DWORD 또는 이진이 포함됩니다.

무선 SSID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무선 SSID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무선 SSID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NIC 설명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NIC 설명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NIC 설명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DHCP 연결 DNS 접미사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DNS 접미사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DNS 접미사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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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ICMP 요청(Ping) 이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호스트 중 하나에 Ping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호스트 모두에 Ping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호스트 중 하나에 Ping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다음 호스트 모두에 Ping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룹에 위치 추가

주소
주소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 전환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 IP 범위
• 서브넷 주소
• 호스트 그룹
• MAC 주소

Table 325: IP 주소, 호스트 이름 및 호스트 그룹을 기준으로 하는 전환 옵션

옵션 설명

IP 주소 이 위치 기준에서 비교할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IPv4와 IPv6이 모두 지원됩니다.

IP 범위 이 위치 기준에서 비교할 주소 범위의 시작 IP 주소와 끝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IPv4와 IPv6이 모두 지원됩니다.

서브넷 주소 이 위치 기준에서 비교할 서브넷과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IPv4와 IPv6이 모두 지원됩니다.

호스트 그룹 전환할 위치 대상 호스트 그룹을 결정하는 기준을 지정하며, 기준과 연결된 그룹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AC 주소 이 위치 기준에서 비교할 MAC 주소를 지정합니다.

위치 기준 지정

그룹에 위치 추가

위치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치와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려면 위치 관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의 위치별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Table 326: 위치 관리

필드 설명

위치 그룹에 추가된 위치 목록을 포함합니다.
이 위치 실행 이 옵션을 선택하면 위치가 즉시 실행됩니다.
충돌한 경우 이 위치를 기
본 위치로 설정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 위치가 기본 위치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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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다음 경우에 이 위치로 전
환

클라이언트가 다른 위치로 전환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 목록을 포함합니다.

DNS 조회 간격 이 옵션을 선택하고 시간(초)을 지정하면 지정된 간격으로 DNS 서버에 조회합니다.
ICMP 요청 간격 이 옵션을 선택하고 시간(초)을 지정하면 지정된 간격으로 ICMP Ping 요청을 확인합니다.
다음 시간마다 위치 확인 위치가 확인된 후의 시간 간격.
위치 변경 통지 실행 이 옵션을 선택하면 위치가 변경될 때 이메일 통지가 실행됩니다.

NOTE

클라이언트의 위치 인식 실행

그룹에 위치 추가

재시작 옵션 선택
재시작 설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옵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이 제공됩니다.

NOTE

이러한 설정은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항상 하드 재시작을 수행
합니다. Linux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의 재시작 명령으로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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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재시작 설정

설정 설명

재시작 방법 • 강제 재시작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자는 시스템 재시작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위협 요소 또는 강력한 공격을 완화시키는 경우
에 유용합니다.

• 지연된 재시작
선택한 간격으로 클라이언트 재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재시작을 지연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시기를 연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 재시작 안 함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없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특정 시간에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
하십시오. 이 옵션은 정상적인 사용자 루틴의 일부로 시스템 재시작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을 때 좋
은 선택입니다. 일부 경우에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 통지가 수신됩니다.

• 사용자 정의 재시작
다른 재시작 방법에서 제공되지 않는 설정의 조합이 필요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 즉시
지연 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즉시 재시작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멀웨어 교정, 긴급 사안 예약 및 긴박한 위협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 등이 있습니다. 대
부분의 빠른 시스템 재시작의 경우 강제 재시작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 최대 시간 또는 시간 지정
즉시 재시작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재시작을 안전하게 지연할 수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
십시오. 활성 위협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재시작을 지연할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두십
시오.

• 다음 기간(시간) 전/후의 임의 시간에 시작: 2시간
다른 예약 태스크와 충돌을 피하고 클라이언트 재시작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재시작 무작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1시간에서 8시간 범위 내의 다른 시간에 재시작할 수 있습니
다. 이 옵션은 가상화된 환경에서 하드웨어 과부하를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과부하는 서버에
호스팅되는 모든 가상 시스템이 재시작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표시 • 메시지 표시 안 함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시스템과 떨어져 있을 때 재시작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 시간 지
정 옵션과 함께 사용됩니다.

• 메시지를 표시하고 다음까지 카운트 다운
사용자에게 잠시 후 시스템이 재시작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
션은 즉시 및 시간 지정 옵션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유용합니다.

• 메시지를 표시하고 다음 시간까지 연기 허용
주어진 기간 내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은 사용
자에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스템을 재시작하도록 합니
다.

메시지 재시작 시스템이 곧 재시작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타 옵션 이러한 옵션은 재시작 시 실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Mac 클라이언트는 항상 하드 재시작을 수행합니다.
• 하드 재시작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활동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강제로
재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옵션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재시작
재시작 요청을 전송할 때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은 시스템을 강제로 즉시 시작하고 다
른 대기 중인 재시작 작업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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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설정
이 탭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클라우드에 등록하고 낮은 대역폭 모드를 실행하는 정책을 적용한
후 표시됩니다.

Table 328: 클라우드 설정 탭

값 설명

낮은 대역폭 모드에서 실
행

클라우드 콘솔의 낮은 대역폭 정책에서 낮은 대역폭 모드를 실행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정책은 클라우
드 콘솔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룹이 낮은 대역폭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고급 시스템 학습 컨텐츠를 실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업데이트로 되돌리기

클라이언트 제출
클라이언트는 탐지된 위협 요소에 대한 익명 정보와 함께 네트워크 및 구성 정보를 시만텍으로 자동 제출합니다. 시만텍에
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위협 요소와 변화하는 위협 요소를 처리하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보안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조직이 시만텍이 후원하는 사용자 정의 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식별 가능 정보도 전송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에서는 클라이언트 식별 가능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특정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 작업 로그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전송한 제출 정보의 유형을 볼 수 있으며 대역폭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보기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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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9: 클라이언트 제출 설정

옵션 설명

클라이언트 제출 • 개선된 위협 요소 차단 인텔리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익명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
기본적으로 실행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시만텍으로 익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만텍이 보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네
트워크 대역폭 문제에 대응하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기 위해 이 기능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옵션
특정 유형의 제출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파일 평판 데이터, 프로세스 데
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및 구성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사용자 정의 분석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개인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시만텍에 보내기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됨
회사의 보안 네트워크와 관련된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시만텍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클라우드에 등록된 경우 이러한 설정이 자동으로 실행
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위협 요소 분석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
정을 실행 중지해도 되지만 선택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쿼리 위협 요소 탐지를 위한 인사이트 조회 허용
기본적으로 실행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시만텍의 평판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의 확장된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정의를 사용하여 위협 요소에 대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평판 데이터베이스를 Symantec Insight라고 합
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를 인사이트 조회 또는 클라우드 조회라고 합니다.
• 버전 14부터 자동 보호, 관리자 및 요청 시 검사, 다운로드 인사이트, SONAR, Power Eraser에서 위협 요
소 탐지에 인사이트 조회를 사용합니다.

• 기존 12.1.x 클라이언트의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 인사이트 조회, SONAR 및 Power Eraser에서 위협
요소 탐지에 인사이트 조회를 사용합니다.

인사이트 조회는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이트 조회를 실행 중지하면 클라우드 보호 기능이 실행 중지
됩니다. 표준 및 내장 클라이언트는 로컬에 있는 최신 정의만 사용하여 실행되고 확장된 정의 세트를 가져오
려면 인사이트 조회가 필요합니다. Insight가 없으면 Power Eraser의 탐지 수는 줄어들고 탐지가 오탐지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엔드포인트를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클라우드의 인사이트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시만텍이 Symantec Insight를 조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네트워크와의 외부 통신을 실행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전체 정의 세트를 포함하는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설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 변경 방지
임의 변경 방지는 웜, 트로이 목마 및 바이러스와 같은 시만텍 이외 프로세스로부터 시만텍 프로세스를 보호합니다. 임의 변
경 방지를 실행하면 시만텍 스레드 및 프로세스를 동기화하는 시만텍 프로세스 또는 내부 소프트웨어 개체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타사의 보안 위험 요소 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검사기는
일반적으로 시만텍 리소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검사기를 실행할 때 임의 변경 방지가 임의 변경 이벤트를 기록하도
록 설정되어 있으면 임의 변경 방지에서 많은 로그 항목이 생성됩니다. 임의 변경 방지 이벤트를 기록하도록 결정한 경우 로
그 필터를 사용하여 이벤트 수를 관리하십시오.

임의 변경 방지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됩니다. Mac 또는 Linux 클라이언트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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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0: 임의 변경 방지 구성 옵션

옵션 설명

시만텍 보안 소프트웨어가 임의 변경되거나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

임의 변경 방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시만텍 보안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 또는 종료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
업

• 로그만
이 작업은 시만텍 프로세스에 대해 지시된 승인되지 않은 활동의 발생 사항을 기록합
니다.

• 차단하고 로그 안 함
이 작업은 시만텍 프로세스에 대해 지시된 승인되지 않은 활동을 차단하지만 해당 활
동의 발생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 차단 및 로그
이 작업은 시만텍 프로세스에 대해 지시된 승인되지 않은 활동을 차단하고 해당 활동
의 발생 사항을 기록합니다.

탐지 항목에서 오탐지를 모니터링하려는 경우 이 설정을 로그만 또는 차단 및 로그로 변경
하십시오. 임의 변경 방지는 많은 로그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벤트 기록을 원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및 인증
관리 페이지: 관리자
관리 페이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관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Table 331: 관리 페이지 설정

설정 옵션 및 설명

관리자 이름 현재 로그온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
이름 관리자의 전체 이름.
이메일 통지를 전송할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허용된 잘못된 로그인 시도 횟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계정을 잠그기 전에 관리자가 잘못된 암호를 사용하

여 로그온을 시도할 수 있는 횟수.
온라인 상태 관리자가 온라인 상태인지 오프라인 상태인지 여부.
생성 시간 관리자 계정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스탬프.
잠금 상태 관리자 계정 상태. 잠금 상태이거나 잠금 해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잠금 시간 관리자 계정이 잠긴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스탬프. 관리자 계정이 잠금 해제 상태인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로그온 IP 주소 선택한 관리자가 로그온한 최근 IP 주소.
마지막 로그온 시간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로그온한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스탬프.
마지막 로그아웃 시간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한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스탬프.
실패한 로그온 시도 관리자가 로그온에 실패한 횟수.
실행 상태 사용자가 생성한 관리자가 실행 중인 상태.
인증 방법 관리자가 서버에서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허용된 현재 암호 변경 시도 횟수 다른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할 때 잘못된 현재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횟수. 3회 시도할 수 있습

니다. 3회 시도 후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의해 콘솔에서 로그아웃됩니다.
현재 암호 변경 실패 횟수 관리자 계정의 현재 암호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못한 횟수. 올바른 현재 암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이 수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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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옵션 및 설명

최근 암호 변경 시간 관리자 암호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의 날짜 및 시간 스탬프.
다음 이후 암호가 만료됨 관리자가 암호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남아 있는 시간 주기.
회사 이름 시스템 관리자에만 해당. 서버를 구성하거나 관리자 계정을 편집하는 경우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

다.

관리자 계정 관리

암호 변경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관리자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에는 8자 이상, 16자 미만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1개의 소문자 [a-z], 1개의 대문자 [A-Z], 1개의 숫자 [0-9], 1개의 특수 문자 ["/ \ [ ] : ; | = , + * ? < > ]가 포함되어야 합니
다.

관리자 계정에는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용 관리자 계정에는 별도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에서 관리 서버를 처음 구성할 때 기본 설치 또는 사용자 정의 설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치
를 선택한 경우 입력한 암호는 암호화 암호와 같습니다. 지금 관리자의 암호를 변경하면 암호화 암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이름 변경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택한 관리자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Table 332: 관리자 이름 변경 대화 상자

옵션 설명

새 관리자 이름 선택한 관리자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사용자 이름의 길이는 6자에서 20자 사이여야 합니다. 다음 문자는 허
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새 관리자 이름이 관리자 목록에 업데이트됩니다.

관리자 속성: 일반
이 대화 상자에서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관리자 계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NOTE

관리자 암호가 만료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은 제거되었습니다.

Table 333: 관리자 속성, 일반 탭

옵션 설명

사용자 이름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는 데 사용하는 이름. 사용자 이름의 길이는 6자
에서 20자 사이여야 합니다. 다음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이름 관리자의 전체 이름 또는 설명.
이메일 주소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대해 잠긴 경우 관리자는 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알림을 받습

니다.
관리 서버가 관리자의 계정을 잠그면 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려
면 계정이 잠긴 경우 관리자에게 이메일 알림 전송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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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지정된 로그온 시도 실
패 횟수를 초과할 경우
계정 잠금

관리자가 잠기기 전까지 관리 서버에 대한 로그온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 이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관리 서버에 로그온하는 악성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가 시스템 관리자를 잠그는 경우 모든 도메인에 대해 시스템 관리자가 잠깁니다. 관리 서버가 제한되
지 않은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를 잠그는 경우 해당 도메인 또는 그룹에 대해서만 관리자가 잠깁니다. 다른
도메인의 동일한 관리자를 위한 추가적인 제한되지 않은 관리자 또는 제한된 관리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지정한 시간(분) 동안 계
정 잠금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로그온할 수 없는 시간 간격.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선택됩니다. 1분에서 60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5분입니다.
각 후속 잠금에서는 잠금 간격이 두 배가 됩니다. 로그인이 성공하거나 처음 실패한 로그온 시도 후 24시간이
지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원래 잠금 간격을 복원합니다.

Note: 관리자 계정에 잠금이 설정되면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 다시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잠금 기간 중에는 계
정 잠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암호 변경은 잠긴 계정을 잠금 해제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계정이 잠긴 경우 관리
자에게 이메일 알림 전
송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대해 잠긴 경우 관리자에게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설정. 이메일 주소 입력란에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 관리

관리자 속성: 액세스 권한
이 탭을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 유형 및 액세스 권한을 적절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관리자가 한 명만 필
요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와 도메인이 여러 개 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 여러 명의 관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른 관리자보다 더 많은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NOTE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모든 도메인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으므로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에 대해서만 액
세스 권한을 구성해야 합니다.

Table 334: 액세스 권한

옵션 설명

시스템 관리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Note: 시스템 관리자만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다음을 포함하여, 단일 도메인 내의 태스크 대부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 다른 도메인 관리자 계정 및 제한된 관리자 계정을 추가하고 관리합니다.
• 제한된 관리자 및 동일하거나 덜 제한적인 사이트 권한을 가진 다른 도메인 관리자에 대한 암호
권한을 관리합니다.

• 사이트 권한 옵션을 눌러 사이트의 모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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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제한된 관리자 다음을 포함하여, 단일 도메인 내의 일부 태스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 리포트 보기: 특정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를 실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 그룹 관리: 특정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그룹을 보고 관리하거나, 그룹을 보기만
하거나, 그룹을 보기에서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원격으로 명령 실행: 관리자가 콘솔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특정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이 옵션을 구성하려면 그룹 관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읽기 전용 그룹에서 명령 실행을 사
용하여 제한된 관리자가 수정할 수 없는 그룹에서 제한된 관리자가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권한
사이트의 모든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 설치 패키지 관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관리하거나 봅니다.

• 정책 관리
공유 및 비공유 정책을 모두 추가하고 수정합니다.

• 공유 정책의 편집을 허용하지 않음
비공유 정책만 추가하고 수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제한된 관리자가 모든 그룹에 대해 전체 권한을 갖습니다.

관리자: 인증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에 필요한 인증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인증 서버 중 하나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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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인증 옵션

옵션 설명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인증

시만텍 인증 기술을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인증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생성합니다.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
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Note: 관리자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에는 8자 이상, 16자 미만의 문자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1개의 소문자 [a-z], 1개의 대문자 [A-Z], 1개의 숫자 [0-9], 1개의 특수 문자
(예: [ " / \ [ ] : ; | = , + * ? < > ]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14.2 이상).

• 암호 만료 안 됨
도메인의 관리자가 만료되지 않은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도메
인 속성 대화 상자의 암호 탭에서 옵션을 구성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암호 만료 안 됨 실행

• 다음 이후 암호 만료: x일
관리자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보안을 개선하고 공격을 방지하는 것
이 좋습니다.

• 암호 설정 또는 암호 변경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할 때 해당 관리자 계정의 새 암호를 설정
합니다. 관리자 암호를 변경하려면 자신의 암호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Note: 암호 변경은 잠긴 계정을 잠금 해제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 Symantec VIP를 사용하는 2단계 인증 실행

2단계 인증은 로그온 프로세스에 추가 보안 계층을 더합니다. 실행되는 경우 관리자는 로그온 시 암
호에 더해 고유한 일회용 확인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 옵
션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모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관리자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은 FIPS 실행 환경 또는 IPv6을 통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Symantec VIP를 통한 2단계 인증 구성
RSA SecurID 인증 별도의 시스템에서 SecurID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한 RSA SecurID 서버를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인증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RSA SecurID 인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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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디렉터리 인증 디렉터리 서버(LDAP 또는 Active Directory)에 연결하고 계정 이름을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인증합니
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디렉터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 서버 옵션.
• 관리 > 서버 페이지의 서버 속성 편집 대화 상자
디렉터리 서버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연결

디렉터리 서버를 추가한 후에는 디렉터리 서버 드롭다운 목록에서 디렉터리 서버 이름과 구성을 선택하
십시오.
계정 이름
디렉터리 서버의 관리자 계정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정 이름만 입력하면 인증이 허용됩니다. 인
증이 실패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서 username 부분은 디렉터리 서버 계정 이
름이고 dommainname 부분은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도메인 이름입니다.
username@domainname
계정 확인
연결된 Active Directory 서버 또는 LDAP 서버에 관리자 계정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디렉터리 서버에서 계정을 검색합니다.

Note: 디렉터리 서버의 암호 변경으로 인해 관리자가 잠기지 않도록 익명 액세스를 위한 디렉터리 서버
항목을 생성하십시오.

디렉터리 서버에 대한 인증 확인
스마트 카드 기반 인증 미 연방 기관에서 민간인 또는 군인이면서 PIV 카드 또는 CAC를 사용하여 로그온해야 하는 관리자를 인

증합니다.
스마트 카드로 로그온하는 관리자를 인증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그룹 권한
이 대화 상자에서 제한된 관리자가 각 그룹에 대해 가지는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y Company 그룹을 확장하여 추가
그룹을 표시합니다.

우선 상위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선택한 다음 각 하위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선택합니다.

제한된 관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액세스 수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완전 액세스
관리자가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액세스 안 됨
관리자가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 읽기 전용
관리자가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볼 수 있지만 관리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리포트 권한
이 대화 상자에서 제한된 관리자가 리포트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Sales 그룹
의 모든 직원에 대해 리포트를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십시오.

명령 권한
콘솔에서 원격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가 실행하
는 명령보다 우선합니다.

 711



 

예를 들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을 실행한 경우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중지 명
령을 선택하여 이 명령을 덮어 쓸 수 있습니다.

제한된 관리자가 각각 다른 명령을 관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로그온한 제한된 관리자는 볼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된 명령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mitedAdministrator1은 검사 명령과 자동 보호 실행 명령을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LimitedAdministrator2는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명령 및 네트워크 위협 요소 차단 실행 중지 명령을 실행
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정책 권한
제한된 관리자 계정별로 다른 클라이언트 정책 유형을 관리하도록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한 제한된 관리자는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정책 및 정책 관련 설정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mitedAdministrator1은 방화벽 정책만 관리하도록 실행하고, LimitedAdministrator2는 LiveUpdate 정책만 관리
하도록 실행할 수 있습니다. LimitedAdministrator2는 정책 페이지에서 위치 독립적 정책 및 설정의 방화벽 정책 또는 네트
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mitedAdministrator1은 정책 페이지에서 LiveUpdate 정책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된 관리자는 모든 정책 유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권한
사이트에는 한 대 이상의 관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포함됩니다. 관리자에게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승인된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에 대한 사이트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권
한을 통해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에 대한 사이트 권한을 수정할 수 없
습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사이트 권한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이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Table 336: 관리자의 사이트 권한 옵션

옵션 설명

사이트 선택 액세스를 허용 또는 제한하려는 사이트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관리하
도록 승인되지 않음

이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에 액세스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완전히
관리하도록 승인됨

이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에 액세스할 전체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사이트 관리에 대
한 사용자 정의 승
인(제한된 관리자의
경우)

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버에 대한 별도의 액세스 권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메인
관리 페이지: 도메인
이 창을 사용하여 선택한 도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창에는 선택한 도메인의 속성 필드와 해당 정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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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도메인 창

행 이름 설명

도메인 이름 선택한 도메인의 이름.
회사 회사 이름.
연락처 목록 도메인 관리자의 이름이 포함된 옵션 필드.
생성 시간 선택한 도메인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간 스탬프.
실행 상태 도메인 상태는 실행됨 또는 실행 중지됨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수 도메인에 속한 관리자의 총 수.
도메인 ID 선택한 도메인의 고유 식별자.

도메인 추가
새 도메인을 추가할 때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합니다. 도메인을 생성하여 조직 내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하위 세트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를 부서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메인의 데이터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한
도메인의 관리자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 기본 도메인만 사용합니다.

Table 338: 도메인 옵션

옵션 설명

도메인 이름 도메인의 이름. 도메인 이름에는 256자의 제한이 있으며 비워 둘 수 없습니다.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연락처 목록 설명 필드. 사이트 담당자 이름과 같은 도메인과 관련된 연락처 목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
안 연결되지 않
은 클라이언트를
삭제하십시오.

지정된 일 수 동안 이 도메인에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항목이 누
적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는 환경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운영
체제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시스템 ID가 변경된 경우 사용 중지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
라도 제품 라이센스 수는 차감되므로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빨리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센스 리포트에 실제
배포 수보다 많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야 합
니다. 삭제 간격을 줄여 더 빠르게 삭제한 다음 삭제 주기가 완료되면 장기적인 필요에 적합하게 간격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은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비영구적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비영구적 클라이언트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이 설정은 모든 클라이언트의 기간과 같을 수 있지만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기본값은 7일입니다. 가상 인프라
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짧은 기간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긴 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을 실행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클라이이언트와 동일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가 삭제됩
니다.

고급 관리 서버가 도메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 번호인 도메인 I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필드는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도메인을 생성하면 관리 서버에서 임의의 ID를 할당합니다.
재해 복구를 위한 도메인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관리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서버와 같은 ID
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를 재빌드해야 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의 sylink.xml 파일에서 기존 도메인 ID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도메인 속성 편집: 일반
이 탭을 사용하여 도메인에 대한 옵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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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도메인 속성 편집 대화 상자

옵션 설명

도메인 이름 현재 도메인 이름.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 기존 회사 이름을 업데이트하거나,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새 회사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정보 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연락처 목록 설명 필드. 사이트 담당자 이름과 같은 도메인과 관련된 연락처 목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
안 연결되지 않
은 클라이언트를
삭제하십시오.

지정된 일 수 동안 이 도메인에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항목이 누
적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는 환경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운영
체제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시스템 ID가 변경된 경우 사용 중지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
라도 제품 라이센스 수는 차감되므로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빨리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센스 리포트에 실제
배포 수보다 많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사용 중지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야 합
니다. 삭제 간격을 줄여 더 빠르게 삭제한 다음 삭제 주기가 완료되면 장기적인 필요에 적합하게 간격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은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비영구적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비영구적 클라이언트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이 설정은 모든 클라이언트의 기간과 같을 수 있지만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기본값은 7일입니다. 가상 인프라
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짧은 기간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긴 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을 실행하지 않으면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에 다른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기간이 사용됩니다.

도메인 속성 편집: 로그온 배너
이 탭을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onsole에 로그온하기 위해 모든 관리자가 읽어야 할 사용자 정
의 메시지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관리자에게 독점 시스
템으로 로그온하려 하고 있음을 알리는 법적 고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관리자가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온을 누른 후 콘솔에 나타납니다. 관리자가 메시지를 읽은 후 확
인을 눌러 승인하면 로그온됩니다. 관리자가 취소를 누르면 로그온 프로세스가 취소되고 로그온 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메시지는 또한 관리자가 관리 서버에 연결된 단독 실행형 웹 브라우저를 통해 리포트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표시됩니
다.

Table 340: 로그온 배너 옵션

옵션 설명

관리자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할
때 법적 고지를 표시합니다.

메시지를 실행합니다.

배너 제목 메시지의 제목(선택 사항)과 용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알림 - 독점 시스템과 같은 간단한 제목
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대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영문의 경우). 제목은 최대 256자까지 입
력할 수 있습니다.

배너 텍스트 메시지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법적 고지를 복사하여 입력란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최
대 204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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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속성: 암호

Table 341: 암호

옵션 설명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인증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
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면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로그온 화면에 자동
입력됩니다.

관리자에게 만료되지 않는 암호 허
용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암호가 도메인의 관리자에게는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확
인란을 선택한 후에는 만료되지 않는 암호를 허용하는 옵션이 관리 > 관리자 > username > 관리자
편집 > 인증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username 부분은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같은 창에서
해당 관리자에게 만료되지 않는 암호를 설정하려면 암호 만료 안 됨을 눌러야 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암호 만료 안 됨 실행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 창에서 사이트,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관리 서버 창은 관리 서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Table 342: 관리 서버 창

옵션 설명

서버 이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서버의 이름.
버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소프트웨어의 버전 번호.
운영 체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설치된 운영 체제.
주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설치된 서버의 IP 주소.
시작 시간 서버가 시작된 날짜와 시간.
생성 시간 서버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
상태 서버의 현재 상태.

콘솔 액세스 거부/허용
콘솔 액세스 거부/허용 대화 상자의 동작은 이전에 서버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바뀝니다.

선택한 옵션:

• 서버 속성 대화 상자에서 접근 허용을 누른 다음 추가 또는 편집을 누르면 콘솔 액세스 거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서버 속성 대화 상자에서 액세스 거부를 누른 후 추가 또는 편집을 누르면 콘솔 액세스 허용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실행되는 서버의 로컬 주소는 항상 허용되며 액세스 거부 목록에
추가된 경우 무시됩니다. 로컬 주소에는 127.0.0.1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실행되는
서버의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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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콘솔 액세스 거부 또는 허용

옵션 설명

단일 시스템 선택한 옵션:
• 접근 허용을 선택하면 원격 관리 서버 콘솔에서 특정 관리 서버로의 액세스가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 액세스 거부를 선택하면 원격 관리 서버 콘솔에서 특정 관리 서버로의 액세스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시스템 그룹 선택한 옵션:
• 접근 허용을 선택하면 원격 관리 서버 콘솔에서 특정 관리 서버로의 액세스가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 액세스 거부를 선택하면 원격 관리 서버 콘솔에서 특정 관리 서버로의 액세스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IP 주소 단일 시스템의 IP 주소를 입력하거나 특정 서브넷과 연결된 네트워크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Pv4와 IPv6 주소가 모두 할당된 시스템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려면 각 시스템에 대한 개별 예외를 추가해야 합
니다.

서브넷 마스크 지정된 시스템 그룹의 네트워크 주소와 연결된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
RSA Authentication Agent 클라이언트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IP 주소 편집
대화 상자에 나타나는 모든 IP 주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나는 IP 주소는 서버 속성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 정의된 예외 목록의 일부입니다.

서버 속성: 일반
이 창에서는 원격 콘솔 및 서버의 관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일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시스템 그룹의 서브넷 마스크에 기반하여 예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Pv4와 IPv6 주소가 모두
할당된 시스템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려면 각 시스템에 대한 개별 예외를 추가해야 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실행되는 서버의 로컬 주소는 항상 허용되며 액세스 거부 목록에
추가된 경우 무시됩니다. 로컬 주소에는 127.0.0.1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실행되는
서버의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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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 서버 속성

옵션 설명

설명 관리 서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버 통신 권한 관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원격 콘솔 및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 허용
모든 시스템이 관리 서버와 통신하도록 허용합니다.

• 액세스 거부
모든 시스템이 관리 서버와 통신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 아래 목록의 항목 제외
전체적으로 액세스를 부여받았거나 거부된 시스템에 대한 예외를 지정합니다. 단일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시스템 그룹의 서브넷 마스크로 예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IPv4와 IPv6 주소가 모두 할당된 시
스템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려면 각 시스템에 대한 개별 예외를 추가해야 합니다.
모든 콘솔 및 서버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외 목록은 자동으로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모든 콘
솔 및 서버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한 경우 예외 목록은 자동으로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서버 속성: 이메일 서버
이 탭의 옵션은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통지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메일 서버를 구성합니다.

Table 345: 이메일 서버 옵션

옵션 설명

서버 주소 메일 서버의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
포트 통지를 전송하는 메일 서버에서 이메일에 사용되는 포트 번호.
발송인 이메일 주소 통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이 상자를 비워 두는 경우 주소는 SEPM_Server@domain입니다. 여기서 domain 부분은 기본 관리
자의 이메일 주소가 속한 도메인입니다.

사용자 이름 서버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메일 서버에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암호 서버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메일 서버에 인증하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함께 사용되는 암호.
지정된 이메일 서버에 보안 연결 필
요

메일 서버에 보안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TLS 및 SSL은 HTTPS를 통한 메일
서버로의 연결을 암호화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메일 서버도 TLS 또는 SSL 통신을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테스트 이메일 전송 메일 서버 및 이메일 주소를 바로 테스트합니다.

서버 속성: 디렉터리 서버
네트워크에 디렉터리 서버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와 디렉터리 서버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클라
이언트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복제 디렉터리 서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동기화
예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NOTE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서만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LDAP 서버와의 동
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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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 디렉터리 서버 설정

옵션 설명

이름 동기화를 설정할 디렉터리 서버 및 복제 디렉터리 서버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Note: 디렉터리 서버 이름에 특정한 특수 문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를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Note: 디렉터리 서버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유형 디렉터리 서버와 관리 서버 사이에 설정된 프로토콜 유형을 표시합니다.
속성 디렉터리 서버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디렉터리 서버와 동기화 디렉터리 서버와 관리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 기록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디렉터리 서버를 추가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자동 예약(24시간 주기) 디렉터리 서버와 관리 서버 사이에서 24시간마다 기록을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동기화에 대한 기본 설정이 24시간마다 수행되도록 설정됩니다.
동기화 주기: 시간 디렉터리 서버와 관리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 기록을 동기화하는 빈도의 사용자 정의 예약을 설정합니다.

또한 tomcat\etc\conf.properties 파일을 편집하여 간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서버 속성: 프록시 서버
네트워크에 HTTP 또는 HTTPS 프록시 서버가 포함되어 있으면 프록시 서버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
의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HTTP/HTTPS 프록시 서버는 시만텍 구독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FTP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시만텍 구독 서비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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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프록시 서버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통신 설정

옵션 설명

HTTP 및 HTTPS 또는
FTP 프록시 설정

프록시 사용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내 인터넷 옵션 HTTP 설정 사용(LiveUpdate만 해당)

LiveUpdate 서버가 Windows 시스템 프록시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하려면 이 기본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프록시 서버 설정은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프록시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다음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LiveUpdat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정의 버전
• 시만텍의 최신 위협 요소 위험 분류

참고: 프록시가 사용되는 경우 내부 LiveUpdate 서버는 HTTP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록시가 있는 경우
에는 내부 LiveUpdate 서버를 위한 HTTP를 구성해야 합니다.

• 프록시 사용 안 함
이 설정이 기본 설정입니다. 다른 모든 설정은 적용할 수 없으며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 사용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프록시 설정 사용을 선택한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서버 주소

HTTP/HTTPS 프록시 서버의 유효한 IP 주소 또는 최대 256자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 포트

HTTP/HTTPS 또는 FTP 프록시 서버의 포트 번호(0 ~ 65535)입니다.
• 인증은 프록시 서버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관리 서버에서 연결하려고 할 때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이름
HTTP/HTTPS 프록시 서버 또는 FTP 서버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입니다.

• 암호
HTTP/HTTPS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암호입니다.

• NT LAN 관리자 인증
NTLM(NT LAN Manager) 인증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NT LAN 관리자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
용자 이름 형식으로 user@domain 또는 domain\user를 입력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LiveUpdate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서버 속성: 파일 핑거프린트 업데이트
시스템 잠금 허용 목록 또는 거부 목록(차단 목록)에 사용되는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과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자동으
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이나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새 목록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에 업로드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업데
이트 탭을 사용하여 자동 업데이트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NOTE

이 설정으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수집 명령을 사용하여 생성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
다. 해당 명령으로 생성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은 동일한 시스템에서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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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8: 파일 핑거프린트 업데이트 설정

옵션 설명

허용 또는 거부 목록 자동 업데이
트

시스템 잠금이 실행되는 그룹에 대해 기존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과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명령은 14.3 RU1에서 변경된 것으로, 이전에는 허용 목록 또는 차단 목록 자동 업데이트였습니
다.

인덱스용 URL index.ini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시스템 잠금에 사용되는 허용 목록 및 거부 목록의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index.ini 파일 생성

인덱스용 암호 UNC 또는 FTP를 사용하는 경우 index 파일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컨텐츠용 URL 허용 목록 또는 거부 목록 컨텐츠가 포함된 zip 파일의 위치입니다.
컨텐츠 사용자 이름 UNC 또는 FTP를 사용하는 경우 zip 파일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컨텐츠용 암호 UNC 또는 FTP를 사용하는 경우 zip 파일의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동 예약 업데이트에서 기본 예약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업데이트 간격 업데이트를 위한 사용자 정의 예약을 지정합니다.

디렉터리 서버 추가: 일반
모든 디렉터리 서버로부터 사용자를 가져오려면 해당 디렉터리 서버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에 통신
프로토콜을 설정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서버의 경우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없습니다. LDAP 서버의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사
용자에 관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필터링해야 하는 경우 LDAP 호환 Active Directory 서버를
LDAP 서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서버와 관리 서버 간의 연결이 작동하게 하려면 디렉터리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디렉터리 서버나 복제 서버와 관리 서버 간 통신을 암호화할지 여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349: 일반 탭

옵션 설명

이름 추가할 디렉터리 서버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버 유형 추가하려는 디렉터리 서버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또는 LDA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버 IP 주소 또는
이름

추가할 디렉터리 서버의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LDAP 포트 추가하려는 디렉터리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389입니다.

LDAP BaseDN 추가하려는 LDAP 서버의 LDAP BaseDN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서버를 추가할 경우에는 값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승인된 디렉터리 서버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암호 디렉터리 서버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안 연결 사용 SSL(Secure Sockets Layer)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와 디렉터리 서버 간 통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선택

되지 않은 경우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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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 서버 추가: 복제 서버
이 탭에서는 복제에 사용할 디렉터리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ctive Directory 서버 또는 LDAP 서버에 대한 연
결이 실패하면 관리 서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 서버는 사용자가 복제 서버 탭에 추가한 주소로 이동합니다. 복제
서버를 추가할 때는 복제 서버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 서버는 기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또는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합니다.

Table 350: 데이터베이스 서버 창

항목 설명

이름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시스템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기본적
으로 시스템 이름 또는 SQLEXPRESSSYMC 와 동일하며, 설치 중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경우 자동
으로 할당됩니다.
참고: 14.3 MP1 이하의 경우 기본 내장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localhost 입니다.

설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주소 데이터베이스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나열합니다.
유형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시스템에 사용된 어댑터 유형을 나열합니다.
버전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나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나열합니다.

기본 이름은 sem5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나열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사용자 이름은 DBA입니다.
생성 시간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날짜 및 시간을 나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성: 일반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Table 351: 데이터베이스 옵션

옵션 설명

이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알아보기 쉬운 이름 또는 기타 유용한 식별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또는 기타 참고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 잘
라내기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에 대해 정기적인 잘라내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관리 가능한
크기로 유지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기본 예약은 매 4시간입니다.

인덱스 재작성 데이터베이스 인덱스가 재작성되는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재작성하면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개선됩니다. 기본 예약은 매주 일요일 오전 2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성: 로그 설정
이 탭의 옵션은 이 사이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로그 데이터의 양을 제어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항
목 수와 해당 항목이 보관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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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위험 요소 로그 옵션

옵션 설명

N일 이후 위험 요소 이벤트 삭제 위험 요소 이벤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60일입니다.

N일 이후 인식된 통지 삭제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 이후 승인된 통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N일 이후 검사 이벤트 삭제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 이후 위험 요소 검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바이러스 정의 삭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러스 정의를 삭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현재 시스템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스템에 저장된 기록이 아님.
사용되지 않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삭제됩니다.

N일 이후 위험 요소 이벤트 압축 이 기간(일)이 지나면 동일한 위험 요소 발견 이벤트가 한 이벤트로 압축됩니다.
한 시간 간격 내에 발생한 것으로 발견된 동일한 위험 요소 이벤트는 압축 및 계산됩니다. 감염된
파일 이름은 압축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7일입니다.

N일 이후 인식되지 않은 통지 삭제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 이후 승인되지 않은 통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N일 이후 명령 삭제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 이후 콘솔에서 실행한 명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이 설정은 명령에 대한 상태 정보를 삭제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EICAR 이벤트 삭제 데이터베이스의 바이러스 이름으로 EICAR가 포함된 바이러스 이벤트를 삭제할지의 여부를 지정
합니다.
EICAR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삭제됩니다.
EICAR 바이러스는 무해하며 테스트용으로 사용됩니다. EICAR 테스트 바이러스는
EICAR(European Institute for Computer Antivirus Research)에서 개발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대부
분의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EICAR 웹 사
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의 바이
러스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성: 백업 설정
자동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옵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Table 353: 데이터베이스 백업 옵션

옵션 설명

백업 서버 백업을 저장할 관리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 경로 백업 경로는 초기 설치 후 서버를 구성하는 동안 설정됩니다. 백업 경로는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

에서 서버 데이터 루트로 지정되는 경로입니다. 그런 다음 \backup과 함께 경로 이름이 추가됩니
다.
기본적으로 이 경로는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data
\backup입니다.
서버 데이터 루트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서버 데이터 루트는 데
이터베이스를 설치하거나 재구성하는 동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버 데이터 루트를 변경하면 데
이터베이스 데이터 위치와 백업 데이터 경로가 변경됩니다.

백업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로그를 백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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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보관할 백업 수 자동으로 저장할 백업 수를 지정합니다. 이 수를 초과하면 가장 오래된 복사본이 제거됩니다. 이
옵션은 회사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이 수를 1로 설정하면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최대 10GB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업 예약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자동 예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 잘라내기
관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의 연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된 시간에 주기적
으로 트랜잭션 로그에서 오래된 항목을 제거합니다. 언제든지 실행을 눌러서 이 태스크를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로그 파일은 <installation directory>\tomcat\logs\TruncateTxnLogTask-0.log에 있습니다.

관리 서버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예약된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성: 백업 설정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예약

인덱스 재작성
관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간 연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예약된 시간에 데이터
베이스 인덱스를 재작성합니다. 언제든지 실행을 눌러서 이 태스크를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예약된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성: 백업 설정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예약

인증서 추가
개인 Insight 서버용 인증서 목록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인증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Table 354: 개인 Insight 서버 인증서 설정

옵션 설명

인증서 이름 추가할 인증서 이름입니다. 이름은 개인 Insight 서버 탭의 인증서 목록에 표시됩니다.
인증서 파일 인증서 파일 이름입니다. 인증서는 X.509 형식이어야 합니다.

Symantec VIP 인증 구성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시 2FA(2단계 인증)를 사용하도록 Symantec VI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2단계 인증은 IPv6 또는 FIPS 실행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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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5: Symantec VIP 인증 설정

옵션 설명

PKCS 키 저장소 파
일(.p12)

PKCS 키 저장소 파일에는 Symantec VIP 서버의 통신에 필요한 인증서와 개인 키가 포함됩니다.

키 저장소 암호 선택한 키 저장소 파일의 암호.

스마트 카드 인증 구성
미 연방 기관에서 일하는 관리자인 경우 스마트 카드 인증을 설정하여 스마트 카드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인증서 파일이 올바른 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관리자
가 로그온하면 관리 서버가 스마트 카드의 인증서를 읽고 이러한 CA 인증서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관리 서버는
인증서 파일이 인터넷의 CRL(인증서 해지 목록)에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서 파일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카드로 로그온하는 관리자를 인증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구성

Table 356: 스마트 카드 인증 설정

옵션 설명

루트 및/또는 중간 인
증서 파일에 대한 경
로 지정

관리 서버가 확인해야 하는 각 루트 또는 중간 인증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인증서
파일을 필요한 만큼 각 스마트 카드에 하나씩 포함하십시오. 인증서 파일은 .cer, .crt, .der 및 .pem 형식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파일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르십시오. 인증서 파일을 수동으로 추가하려면 각 인증서 파일 사이에 쉼표
를 입력하십시오.
관리자가 로그온해야 하는 관리 서버 시스템에 모든 인증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
자가 로그온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해지 목록에
대한 경로 지정

관리 서버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관리 서버가 액세스하여 인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CRL을 이 시
스템에 복사하십시오.
또한 conf.properties 파일을 구성하여 관리 서버가 인터넷이 아닌 시스템에서 CRL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Note: 관리 서버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트 속성 및 복제
로컬 사이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는 설치된 구성 요소를 사이트로 구성합니다. 사이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하나 이상의 관리 서버
•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일반적으로 동일한 비즈니스 위치에 함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많은 사이트를 설치합니다. 사이트 수는 일반적
으로 다양한 서브넷에 여러 물리적 위치, 별개의 부서 및 영역을 가진 회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경영진과 IT 부서에서 구성 및 사이트 수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로컬 사이트는 관리자가 연결하여 로그온한 관리 서버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관리 서버에 원격으로 로그온할 수 있기 때
문에 사이트는 실제적으로 로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격 사이트는 로컬 사이트에 복제 파트너로 연결된 사이트입니다. 시
스템 관리자는 로컬 및 원격 사이트의 보안을 관리 서버 콘솔에서 중앙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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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7: 로컬 사이트 창

옵션 설명

사이트 이름 로컬 사이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이트 설명 로컬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복제 사이트 수 원격 사이트에 있는 사용 가능한 복제 파트너 수를 나열합니다.
생성 시간 사이트를 생성한 시간 및 날짜를 나열합니다.

사이트 속성: 일반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대한 일반 속성을 설정합니다.

Table 358: 사이트 구성 옵션

옵션 설명

사이트 이름 이 설정을 적용할 사이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사이트 이름은 최대 60자여야 하며 비워 둘 수 없습니
다.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콘솔 시간 만료 콘솔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콘솔이 시간 만료 제한에 도달

한 후 관리자가 콘솔에서 자동으로 로그오프됩니다. 기본값은 1시간입니다.

Note: 원격 웹 콘솔을 사용하여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경우 기본 시간 만료 값은 10분입니다.

Note: 자세한 내용은 Configur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and the remote web console(영문)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추적

이 옵션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사이트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 중지하려면 확인란을 선택 해제하십시
오.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룹 수준에서도 응용 프로그
램 학습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통신 설정 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roup_name>에 대한 통신 설정

다음 이후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삭제: x일

관리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
십시오. 14.3 RU1 이상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가 10GB 이하여야 합니
다.
응용 프로그램 학습이 실행된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추적하고 이
정보를 관리 서버로 전달합니다. 관리 서버는 이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처리하여 두 개의 데이터베이
스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테이블의 크기는 환경의 규모에 따라 몇 GB에서 몇 만 GB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통지를 실행하고 예약 리포트를 실행할 관리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사이트의 모든 관리 서버가 동일한 예약 검사를 실행하지 않고 동시에 통지를 전송하지 않
도록 확인합니다. 관리 콘솔에서는 리포트 및 통지를 발송할 목록에 있는 첫 번째 서버를 사용합니다.
해당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콘솔에서는 목록에 있는 다음 서버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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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속성: 암호

Table 359: 관리자 암호 설정

설정 설명

관리자가 암호를 재설정하도록 허용 시스템 관리자 계정이 있으면 사이트의 모든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로그온 암호를 재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시
스템, 도메인 또는 제한된 계정의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리자는 로그온 창에서 암호
를 잊으셨습니까? 링크를 눌러 임시 암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속성: 데이터 수집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는 멀웨어 및 제품 기능 관련 정보를 비롯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만텍으로 전송합니다. 이 탭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버 제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추가적인 데이
터 제출은 클라이언트 탭에서 관리합니다.

이 탭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용 클라이언트 로그의 자동 제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NOTE

시만텍 원격 측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만텍
은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원격 측정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성도 의도도 없습니다.

Table 360: 서버 데이터 수집 옵션

옵션 설명

개선된 위협 요소 차단 인텔리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익명 데이터를 시만
텍에 보내기

클라이언트 시스템 관련 익명 정보가 포함된 리포트를 시만텍에 전송합니다. 시만텍은 이 리포
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멀웨어 추세와 고객이 특정 제품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이
해하게 됩니다.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이(가) 클라우드에 등록된 경우 이 설정이 자동으
로 실행됩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위협 요소 분석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원격 측정 정
보가 필요합니다. 이 설정을 다시 실행 중지해도 되지만 선택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만텍에서 제품 문제를 신속하게 해
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

클라이언트가 충돌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 대한 데이터 및 로그를 자
동으로 수집합니다.
로그 데이터는 익명이 아닙니다.

사이트 속성: 개인 Insight 서버
사이트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개인 Insight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대화 상자의 옵션은 클라이언트 > 정책 > 외부 통신 설정 > 개인 클라우드의 콘솔에서 구성한 개인 서버에 대
한 모든 그룹 설정을 덮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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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 개인 Insight 서버 설정

옵션 설명

개인 Insight 서버 실행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클라이언트가 개인 Insight 서버를 사용하여 파일 평판 정보를 검색합니다.
서버의 이름, 서버 URL 및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개인 Insight 서버를 실행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관리 콘솔에 나타나는 서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설명 개인 Insight 서버에 대한 설명(선택 사항)을 지정합니다.
서버 URL 개인 Insight 서버를 실행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하여 서버 URL을 지정

합니다. URL 형식에는 URI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Insight 서버 UR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
인 클라우드용 Symantec™ Insight 관련 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포트 개인 Insight 서버를 실행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1에서 65535 범위에 해당하는 서버에 대한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HTTP 포트는 80입니다. 기본적으로 HTTPS 포트는 443입니다.

site name에 대한 외부 기록: 로그 필터
이 탭을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이나 Syslog 서버로 데이터를 내보낼 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로그의 경우 내보낼 이
벤트의 심각도 수준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탭을 사용하여 내보내기를 실행하고 내보낼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site name에 대한 외부 기록: 일반
이 탭을 사용하여 일부 로그에서 텍스트 파일 또는 Syslog 서버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덤프 파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송된 로그가 없습니다. 로그 필터 탭으로 내보낼 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ble 362: 일반 내보내기 옵션

옵션 설명

업데이트 빈도 내보낸 데이터를 파일 또는 서버로 전송할 횟수를 지정합니다.
마스터 로그 서버 로그를 전송할 서버를 지정합니다.
Syslog 서버로 가는 로그 전송 실
행

선택된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Syslog 서버로 전송합니다.

Note: Syslog 서버에서 이 로그를 수신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의 필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 Syslog 서버
로그 데이터를 수신할 Syslog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 대상 포트
Syslog 서버가 Syslog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상 포트를 지정합니다. UDP 또는
TCP를 사용할 프로토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기본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로그 기능
Syslog 구성 파일에서 사용할 로그 기능의 숫자를 지정합니다.
숫자에 유효한 값 범위는 0~23입니다.

로그를 덤프 파일로 내보내기 로그 필터 탭에서 선택된 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 로그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냅니다.
덤프 파일 기록 제한
표시된 각 로그에 대해 내보낸 데이터를 제한하려는 항목 수를 지정합니다.

복제 파트너
로컬 사이트와 연결된 복제 파트너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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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3: 복제 파트너 사이트 옵션

옵션 설명

사이트 이름 사이트 이름을 제공합니다.
연결 서버 복제 파트너로 지정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상태 최종 복제의 상태를 제공합니다.

복제 파트너 속성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복제 파트너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복제 파트너 속성 편집 대화 상자에서도 이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복제 파트너 속성
복제 파트너 정보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복제 파트너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로컬 사이트에 대한 복제 파트너 속성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364: 복제 파트너 정보

옵션 설명

파트너 이름 이 사이트가 데이터를 복제하는 다른 사이트의 이름입니다.
복제 관리 서버 목록 이 사이트가 데이터를 복제하는 다른 관리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 로컬 사이트에서 이 파트
너 사이트로 로그 복제

• 이 파트너 사이트에서 로
컬 사이트로 로그 복제

로그 복제에서는 허브와 스포크 복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 중심 사이트를 허브로 지정하고
하나 이상의 원격 또는 하위 사이트를 스포크로 지정합니다. 허브와 스포크 복제는 허브 간에는 빠른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고 지사 간에는 느린 연결을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허브 서버와 스포크
서버 간에서는 로그가 복제되지만 두 스포크 서버 간에서는 직접 로그가 복제되지 않습니다. 다중 사
이트의 모든 로그 데이터가 허브로 통합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해당 중앙 사이트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로그온하면 모든 사이트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의 경우 허브로 작동할 관리 서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 로컬 사이트에서 이 파트너 사이트로 로그 복제
로컬 사이트가 스포크이고 사용 중인 사이트 즉, 파트너 사이트는 허브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로그가
사용 중인 사이트 즉, 허브로 복제됩니다.

• 이 파트너 사이트에서 로컬 사이트로 로그 복제
로컬 사이트가 허브이고 사용 중인 사이트 즉, 파트너 사이트는 스포크입니다. 사용 중인 사이트의 로
그가 허브로 복제됩니다.

Note: 이러한 설정을 처음으로 실행한 경우 관리 서버에서 설정을 실행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로그 레코
드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로컬 사이트와 이 파트너 사
이트 간 클라이언트 패키지
및 LiveUpdate 컨텐츠 복제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서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복제할 두 사이트가 있지만 사이트 중
하나에서만 LiveUpdate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 이 옵션은 복제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합니
다.
클라이언트 패키지 및 LiveUpdate 컨텐츠의 경우 어느 한 복제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를 덮어쓰지 않습니
다. 대신 각 사이트의 컨텐츠를 비교하여 한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에 없는 패키지 또는 컨텐츠가 있는 경
우 해당 패키지 또는 컨텐츠가 공유됩니다. 모든 컨텐츠 및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일치하면 아무것도 교
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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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예약 • 자동 복제
자동 간격(대개 2시간마다 한 번)으로 두 복제 파트너 간에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관리 서버는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 양과 다른 요소를 기반으로 복제할 시간을 선택합니다.

• 예약에 따라 복제
복제를 시작할 시간을 사용자에게 편리한 시간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 지나 최소한
의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때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 파트너가 실행 중지되었
거나 복제가 실패한 경우 자동으로 복제가 재시작됩니다.
– 일별 복제 및 주별 복제의 경우 종료 시간은 다음 번 예약된 복제 시간 전에 복제를 재시작할 수 있
도록 허용되는 마지막 시간을 나타냅니다.

– 시간별 복제의 경우 종료 시간 전까지 시간이 바뀔 때마다 복제가 계속 재시작됩니다. 복제가 후
속 시간과 겹치는 경우 다음 번에 시간이 바뀔 때 사용 가능하면 복제가 재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복제가 오전 9:00에 시작되고 오전 10:10에 완료되는 경우 다음 번 복제 시작 시간은 오전 11입니
다.

원격 사이트 관리
원격 사이트 관리 창에서 원격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관리와 같이 로컬 사이트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것
과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사이트를 추가할 때는 초기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되는 별도의 유틸리
티인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 사이트 및 복제 파트너 삭제.
• 원격 사이트의 콘솔에 대한 액세스 변경.
• 원격 사이트의 메일 서버 설정.
• 원격 사이트의 디렉터리 서버 동기화 일정 예약.
• 원격 사이트 서버에서 프록시 서버로 연결 설정.
• 로그를 파일 또는 Syslog 서버에 보내도록 외부 로그 구성.

사이트 및 복제 설정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
관리 서버 구성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서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합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인증 모드

SQL Server 구성 설정

시스템 관리자 계정 생성 및 이메일 서버 구성
시스템 관리자 계정 생성

관리 서버를 처음으로 구성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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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5: 시스템 관리자 계정 옵션

옵션 설명

회사 이름(선택 사항) 회사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회사 이름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기본 도메인 속성과 기
본 관리자의 상세 내역에 모두 표시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도메인 여러 개를 사
용하는 경우 조직 용도로 각 도메인에 다른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기본 시스템 관리자 계정 이름을 admin으로 설정합니다. 설치하는 동안 기본 사용자 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
다.

암호 및 암호 확인 관리 서버에 로그온하는 데 사용할 암호를 지정합니다.
암호 강도는 강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강한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암호는 8자 이상을 포함합니다.
• 강한 암호는 문자, 숫자 및 하나 이상의 특수 문자 조합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암호는 8~30자여야 하며 특수 문자 " ; 및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내장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암호는 6~30자여야 하며 특수 문자 \ " ; 및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암호는 6~256자여야 하고 모든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암호는 대문자와 소문자 조합을 포함합니다.
• 강한 암호는 연속적인 문자나 문자의 반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예: 12345678, zzzzzzzz).
• 강한 암호는 잘 알려진 단어나 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강한 암호는 사용자 이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는 60일 후에 만료되고 연속적으로 다섯 번 실패하면 처음에 15분 동안 잠깁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잠금 시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즉, 연속해서 로그인에 실패하여 잠기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원래의 잠
금 시간은 24시간이 지나거나 로그온에 성공하면 복구됩니다.
나중에 암호를 잊은 경우 이메일로 임시 암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온 화면에 내 사용자 이름 기억 및 내 암호 기억 확인란 표시
일정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잠긴 관리자의 계정 잠금 해제
잊어버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암호 재설정

이메일 주소 클라이언트 배포 및 클라이언트 보호의 상태에 대한 시스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를 잊거나 분
실한 경우 임시 암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 서버 구성

관리 서버는 메일 서버를 사용하여 기본 리포트, 통지 또는 임시 로그온 암호를 전송합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리
서버를 통해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일 서버를 사용하려면 지정된 이메일 서버 사용을 선택하고 제공
된 필드에서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관리 서버 구성을 시작하려면 먼저 테스트 이메일 전송을 사용하여 서버 설정을 테스트하고 테스트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테스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메일 서버의 문제를 해결한 후 구성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류
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지, 리포트 또는 임시 로그온 암호를 제공하는 이메일을 받지 못합니다.

관리 서버 구성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메일 서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 > 서버 > 서버 이름 > 서버 속성 편집을 통
해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server name 부분은 관리 서버의 이름입니다. 이메일 서버 탭을 누르십시오.

Table 366: 메일 서버 설정

옵션 설명

이메일 서버 IP 주소 또
는 이름

관리 서버의 IP 주소 또는 이름이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메일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 여기에 관련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포트 번호 통지를 전송하는 메일 서버에서 이메일에 사용되는 포트 번호.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TCP 포트 25의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메일 서버 트래픽에 대해 TCP 포트 25 이외의 포
트를 지정한 경우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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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발송인 이메일 주소 통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십시오.
이 상자를 비워 두는 경우 주소는 SEPM_Server@domain입니다. 여기서 domain 부분은 기본 관리자의 이메
일 주소가 속한 도메인입니다.

사용자 이름 서버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메일 서버에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암호 서버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메일 서버에 인증하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함께 사용되는 암호.
지정된 서버에 보안 연
결 필요

메일 서버에 보안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 상자를 선택한 다음 사용 중인 프로토콜을 지정하십시오. 메일 서버
도 TLS 또는 SSL 통신을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통지의 유형과 전송 시점

구성 유형 선택
관리 서버를 구성할 때 구성 유형을 선택합니다.

Table 367: 관리 서버 구성 옵션

구성 유형 상세 내역

새 설치의 기본 구성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려면 기본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5,000개
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SQL Server Express(14.3 RU1 이상) 또는 내장 데이터베이스(14.3 MPx 이하)
입니다.

새 설치의 사용자 정의
구성

다음과 같이 좀 더 복잡한 설치 조건에서는 사용자 정의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5,000개를 초과하는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려면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설치의 설정을 추가로 사용자 정의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기본값인 9090을 적용하는 대신 다른 웹 콘솔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이트로의 장애 조치 또는 로드 균형 조정을 위한 추가 관리 서버를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 사이트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14.3 MPx 이하)를 사용해야 하지만 14.3 RU1 이상에는
둘 중 어느 데이터베이스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제용 사이트를 구성하려는 경우:
추가 사이트를 설정하기 전에 데이터를 복제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사이트 및 복제 설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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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구성 이전에 배포한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도록 관리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구 파일의
기본 컨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서버 개인 키(Tomcat 키 저장소)
• 서버 개인 키 암호(Tomcat 키 저장소 잠금 해제)
• 도메인 ID
• Apache SSL 키
• 구성된 TCP 포트 번호 및 암호화 암호
다시 설치할 때 복구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다시 연결해
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일은 다음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timestamp 부분은 파일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냅니다.
Drive:\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rver
Private Key Backup\recovery_timestamp.zip

Note: 복구 파일은 서버 설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다시 설치
하면 이전에 변경했던 서버 설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내보낸 서버 속성 파일을 사용하여 복구 용도로 서버 설정
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구성 마법사가 복구 파일을 탐지한 경우 복구 구성이 선택됩니다.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복원
서버 설정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베스트 프랙티스

관리 서버가 500개 미
만의 클라이언트 관리

이 옵션은 다음과 같은 설정에 대한 관리 서버 구성의 기본값을 결정합니다.
• 컨텐츠 리비전

500개 미만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기본값은 21개 리비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500개 이상인 경우 기본값은 90개 리비전입니다.

• JVM(Java Virtual Machine) 힙 크기
클라이언트가 500개 미만인 경우 기본값은 최소 512MB와 최대 1024MB입니다.
클라이언트가 500개 이상인 경우 기본값은 최소 1024MB와 최대 2048MB입니다.

LiveUpdate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컨텐츠 다운로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유형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대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베이스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클라이언트 및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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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8: 데이터베이스 설정

옵션 설명

기본 데이터베이스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됩니
다.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5,000개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장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기본 데이터베이스였으나 14.3 RU1부터는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되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구성합니다. 5,0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Microsoft SQL Server를 설
치해야 합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설치한 동일한 컴퓨터
에 SQL Server 클라이언트 도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Microsoft SQL Server 버전 목록은 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버전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Release notes, new fixes, and system requirements for all versions of Endpoint
Protection(영문)
SQL Server 구성 설정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 태스크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가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에서 구
성된 유사한 태스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 잘라내기
관리 서버는 예약된 시간에 트랜잭션 로그에서 오래된 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거합니다.
기본 설정은 매 4시간입니다.

• 인덱스 재작성
관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인덱스 조각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정렬하고 검색
하는 시간을 개선합니다. 기본 설정은 매주 일요일 오전 2시입니다.

관리 서버가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예약의 날짜, 시간 및 빈도를 관리 > 서버 페이지에
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누른 다음 태스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속성 편
집을 누르십시오.
자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태스크 예약

암호화 암호 생성
암호화 암호의 경우, 관리 서버에서 임의의 암호를 생성하도록 하거나 직접 암호를 생성합니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암
호화 암호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재해 복구를 수행해야 할 경우 암호화 암호가 필요합니다. 암호화 암호를 생성한 후에는 관
리 서버를 재설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암호를 잊은 경우 복구 파일을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 파일은 기본적으로 Drive:\Program Files
\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Server Private Key Backup\ 디렉터리에 저장됩니
다. .zip 파일의 컨텐츠를 추출하십시오. settings.properties 파일에 암호화 암호가 나타납니다.

Table 369: 암호화 암호 옵션

옵션 상세 내역

임의 암호 사용 관리 서버가 임의 암호를 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기 전에 마지막 창에 임의의 암호가 표시됩니
다.

사용자 정의 6자부터 32자 사이에서 암호화 암호를 생성합니다.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암호를 생성하려면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 연속적인 문
자나 문자의 반복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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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재구성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암호 지정
관리 서버를 재구성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구성하는 동안 표시되는 대부분의 설정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Table 370: 데이터베이스 설정

옵션 값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 값이 SQLEXPRESSSYMC이면 데이터베이스가 관리 서버와 동일한 시스템에서 호스팅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값은 SQL Server를 호스팅하는 원격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나타냅니다. 내장 데이터베이
스는 localhost라고 합니다(14.3 MPx 이하).

데이터베이스 서버 포트 관리 콘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과(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포트. 기본
값은 2638입니다. 포트를 사용자 정의한 경우 여기에 나타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기본값은 sem5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자 정의한 경우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설치한 경우 이 값은 DBA입니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제품을 설치하는 경
우 기본값은 sem5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정의한 경우 여기에 나타납니다.

기존 사이트에 복제 파트너로서 새 사이트 설치
서버 및 복제 옵션에는 기존 사이트에 복제 파트너로서 새 사이트를 설치할 때 제공해야 할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Table 371: 서버 및 복제 옵션

옵션 설명

복제 서버 복제할 기존 서버의 IP 주소, 시스템 이름 또는 전체 도메인 이름입니다.

Note: 두 개의 서버가 동일한 Windows 도메인에 있지 않을 경우 각 서버에 대한 호스트 파일 항목을 추
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통해 각 서버는 다른 서버의 전체 도메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복제 서버 포트 복제가 실행되는 포트입니다. 8443에 대한 기본값이 표시되지만 기존 서버가 사용자 정의 포트를 사용하
는 경우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시스템 관리자 이름 서버에 로그온할 시스템 관리자 이름입니다. 도메인 관리자 또는 제한된 관리자 인증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호 이전에 입력한 시스템 관리자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입니다.
로그 복제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이트 간에 로그를 복제하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로컬 사이트에서 이 파트너 사이트로 로그를 복제합니다.
• 이 파트너 사이트에서 로컬 사이트로 로그를 복제합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지 및
LiveUpdate 컨텐츠 복제

로컬 사이트와 이 파트너 사이트 간의 클라이언트 패키지 및 LiveUpdate 컨텐츠를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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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패키지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개요
이 창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Table 372: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상세 내역

열 상세 내역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 이 이름은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운영 체제입니다.
유형 패키지에 포함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유형입니다.
버전 패키지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제품 버전입니다.
생성된 시간 패키지가 원래 생성된 시간과 날짜입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개요
이 창에는 클라이언트에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가 설치되고 업데이트되는 방법에 따른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이 나
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Windows 설치 패키지에만 적용되며, 12.1.6 이상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구성의 설정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개요
이 창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는 클라이언트 기능 조합이 나열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은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설치할 수 있는 보안 기능 및 보호 기술입니다.

기존 기능 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편집을 눌러서 세트에 대한 기능 트리를 보십시오. 태스크의 항목은 기능
세트의 상황에 맞는 메뉴에 있는 항목과 동일합니다.

기본 기능 세트의 설정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관리 콘솔에서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 태스크를 사용하여 새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추가하거나 기
존 설정을 편집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과 설치가 완료된 후의 재시작 동작
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 사항 세트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를 내보낼 때 또는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새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배포할 때 설정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를 누르면 설치 설정 및 기능 그룹 상자에서 패키지 설치 설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이러한 설정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설치가 완료된 후 항상 하드 재
시작을 수행합니다. Linux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설치 완료 후 재시작되지 않으며 재시작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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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3: 기본 설정

설정 옵션 및 설명

설치 유형 선택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 패키지가 설치될 때 사용자 상호 작용 수준을 지정합니다.
• 인터렉티브
사용자가 모든 설치 대화 상자와 상호 작용합니다.

Note: 이 설정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자유롭게 선택한
다음 여러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Note: 원격 배포 시에는 인터렉티브 설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치 유형은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일부 운영 체제의 보안 기능(예: Windows 세션 0 격리)에서는 인
터렉티브 설치 마법사가 표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렉티브 설치 유형은 로컬 설치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률 표시줄만 표시
사용자에게 Windows 진행률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만 설치 화면과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무인 설정이 기본 설정입니다.

Note: 이 옵션을 사용하면 Windows에서 사용자에게 하나 이상의 팝업 창을 표시할 수 있으며 진행률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Windows의 변경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
용자가 이러한 팝업 창을 보지 못해도 설치는 성공합니다.

• 자동
사용자가 설치 대화 상자와 상호 작용하지도 않고 설치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Note: 원격 배포의 경우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 설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자동 설치를 수행하려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연결할 응용 프로그램(예: Microsoft
Outlook)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32비트 운영 체제와 64비트 운영 체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설치 디렉터리 설정 • 기본 설치 폴더에 설치합니다.

32비트 운영 체제의 기본 폴더는 C:\Program Files\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입니다.
64비트 운영 체제의 기본 폴더는 C:\Program Files (x86)\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입
니다.

• 사용자 정의 설치 폴더에 설치합니다.
설치 폴더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준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설치(클라우드 정의 사용)

나중에 클라이언트 설치 이후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표준 클라이언트, 내장 또는 VDI, 다크 네
트워크)을 변경하려면 먼저 기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해당 설정을 재구성한 다음, 새 클
라이언트 패키지를 재설치해야 합니다.
표준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표준 클라이언트 설정은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정의만 설치합니
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에서 정의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표준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할 때 표
준 클라이언트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내장 또는 VDI 클라이언트 설
정을 설치(클라우드 정의 사
용)

내장 또는 VDI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내장 또는 VDI 클라이언트 설정은 최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
어 정의만 설치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에서 정의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축소 크기 클라이언트의 경우 내장 클라이언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설
치 설정을 설치(로컬 정의 사
용)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서는 전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
어 정의를 설치하며 로컬에 있는 정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의 정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크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기존 표준 크기 클라이언트를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안 함

Windows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의 기본 설정입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에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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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옵션 및 설명

기존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 제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설치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
거합니다. 이 기능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제거하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ndpoint Protection 14의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 기능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특수한 제거 루틴을 사용하거나 자체 보호 구성 요소를 실행 중지해야 할 수 있습
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ote: 버전 14.2에 대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전 버전의 설치 패키지에
대해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버전
14.2에서 버전 14.0.1 클라이언트 패키지에 대한 타사 보안 소프트웨어 제거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경우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사전 설치 제거 기능
기존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클라이언트 패키지 구성

제거되지 않은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 제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기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
라이언트 설치를 제거합니다.
표준 방법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때에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 방법에는 Windows 제어판이 포함됩니다. 모든 배포에 대해 이 기능을 실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능은 CleanWipe에 해당합니다.

설치 로그 실행 설치 로그를 실행하고 지정된 디렉터리에 기록합니다.
시스템에서 선택한 익명 보안
정보를 시만텍에 자동으로 전
송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탐지된 위험 요소 관련 익명 정보를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탐
지 유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 원격 측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
다. 시만텍은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원격 측정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성도 의도도 없습니다.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클라이언트 제출과 이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해

시작 메뉴에 프로그램 추가 Windows 시작 메뉴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추가합니다.
업그레이드 설정 • 모든 로그, 정책 및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설정을 유지

클라이언트를 이전과 같은 관리 서버 및 그룹에 연결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이전 로그와 정책을 모두 제거하고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재설정
클라이언트를 다른 관리 서버 또는 새 그룹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14.3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영어로 업그레이드
14.3 RU1에서는 영어, 일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에 대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언어 지원이 삭제되었습니다.
– 클라이언트 언어가 지원되는 언어 중 하나이면 이 옵션을 선택 해제(기본값) 상태로 유지하십시
오. 클라이언트는 이전에 사용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계속 업그레이드됩니다.

– 클라이언트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하여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영어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클라이언트는 영어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이탈리아어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어 클라이언트가 업그레이
드되지 않습니다.

단일 그룹에 여러 언어의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에 프랑스어 클라
이언트와 일본어 클라이언트가 모두 있는 경우 프랑스어 클라이언트는 영어로 업그레이드되고 일본
어 클라이언트는 일본어로 업그레이드됩니다.

Mac에 대한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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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4: 재시작 설정

설정 설명

재시작 방법 • 강제 재시작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자는 시스템 재시작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위협 요소 또는 강력한 공격을 완화시키는 경우
에 유용합니다.

• 지연된 재시작
선택한 간격으로 클라이언트 재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재시작을 지연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시기를 연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 재시작 안 함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없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특정 시간에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
하십시오. 이 옵션은 정상적인 사용자 루틴의 일부로 시스템 재시작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을 때 좋
은 선택입니다. 일부 경우에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 통지가 수신됩니다.

• 사용자 정의 재시작
다른 재시작 방법에서 제공되지 않는 설정의 조합이 필요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 즉시
지연 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즉시 재시작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멀웨어 교정, 긴급 사안 예약 및 긴박한 위협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 등이 있습니다. 대
부분의 빠른 시스템 재시작의 경우 강제 재시작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 시간 지정 또는 최대 시간
즉시 재시작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재시작을 안전하게 지연할 수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
십시오. 활성 위협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재시작을 지연할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두십
시오.

• 다음 기간(시간) 전/후의 임의 시간에 시작: 2시간
다른 예약 태스크와 충돌을 피하고 클라이언트 재시작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재시작 무작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1시간에서 8시간 범위 내의 다른 시간에 재시작할 수 있습니
다. 이 옵션은 가상화된 환경에서 하드웨어 과부하를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과부하는 서버에
호스팅되는 모든 가상 시스템이 재시작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표시 • 메시지 표시 안 함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시스템과 떨어져 있을 때 재시작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 시간 지
정 옵션과 함께 사용됩니다.

• 메시지를 표시하고 다음까지 카운트 다운
사용자에게 잠시 후 시스템이 재시작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
션은 즉시 및 시간 지정 옵션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유용합니다.

• 메시지를 표시하고 다음 시간까지 연기 허용
주어진 기간 내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은 사용
자에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스템을 재시작하도록 합니
다.

메시지 재시작 시스템이 곧 재시작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타 옵션 이러한 옵션은 재시작 시 실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 하드 재시작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활동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강제로
재시작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 옵션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재시작
설치 시 재시작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로그인되지 않았으면 이 옵션은 즉시 재시작하며 다른 대기 중
인 재시작 작업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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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 태스크를 통해 관리 콘솔에서 새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를 추가하
거나 기존 세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될 보호 기능을 선택하고 이를 세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Windows 시스템의 경우 32비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는 64비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생성할 때 기능 이
름을 선택합니다.

Table 375: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기능 옵션 및 설명

이름 및 설명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표시할 때 나타나는 이름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 클
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내보내기를 눌러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연 경우 설치 설정 및 기능 그룹 상자에
서 이 기능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통해 새 패키지를 생성하는 경우 설치 설정 옆의 그룹 및 설치 기능 세트 선택 그
룹 상자에서 이 기능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세트 버전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은 설치된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기존 기능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본 다운로드 보호

핵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기능과 기본 다운로드 보호 기능을 실행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옵
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급 다운로드 보호
다운로드에 대해 더 통합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 패키지보다 네트워크
리소스를 더 많이 배포해야 하는 패키지가 생성됩니다.

• 이메일 보호 검사기
선택한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대해 자동 보호를 실행합니다. 메일 서버에서는 이 기능을 실행하지 않습니
다. 또한 이 기능이 선택되어 있더라도 POP3/SMTP 검사기(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기능이라고도 함)
는 서버 운영 체제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Note: 메일 서버용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의 경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본 다운로드 보호 아래에서
이메일 검사기 보호 옵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워크스테이션용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의 경우 사용자 환
경의 메일 서버에 적용되는 이메일 검사기 보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Microsoft Exchange 메일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Microsoft Outlook 검사기를 선택하십시오.

Note: 모든 워크스테이션 및 랩톱에 침입 차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침입 방지는 처리량이 많은 서버에서 성
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버에 침입 차단을 배포할 경우 주의하십시오.

Note: 시만텍에서는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구성 요소를 FDCC(Federal Desktop Core Configuration)
준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및 인증했습니다.

위협 요소 사전 차단 위협 요소 사전 차단을 실행하고 다음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SONAR 보호

SONAR 위협 요소 사전 검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 시스
템에서 일대일 시그니처가 아닌 지능형 값에 기반한 공격에 대해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보호합니다. 또한
위협 요소 사전 차단 기능을 설치하려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보호 기능
을 실행합니다.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방화벽, 침입 차단 및 메모리 악용 완화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를 실행합니다.

Note: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사용하려면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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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옵션 및 설명

응용 프로그램 강화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 제품의 일부인 응용 프로그램 강화 기능을 실행합니다. 응용 프로그
램 강화는 Windows 클라이언트의 위협 요소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을 분리합니다. 또한 브라우저, Microsoft
Office 및 Adobe Acrobat 같은 자주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의심스러운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합니
다.

Note: 이 기능을 실행하려면 ICDm 클라우드 콘솔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가 등록되어 있
어야 합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Security Complete를 구독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는 대부분의 운영 체
제에서 실행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stem requirements for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Hardening(영문)을 참조하십시오.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D

Symantec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 기능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에서 실행하여 Active Directory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을 차단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
션

네트워크 트래픽 리디렉션은 Windows 및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트래픽을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WSS)로 리디렉션합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면
브라우저는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호스팅 Web Security Service를 통해 모든 웹 브라우저 트래픽을 전송하
며, 이때 네트워크 기반 보안 정책이 적용됩니다. Symantec WSS 프록시는 트래픽을 리디렉션, 허용 또는 차
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ymantec Web Security Services에 대한 라이센싱이 필요합니다.
다른 보호 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이 보호 기능을 선택할 경우 14.3 MP1 이하의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무결성
보호만 받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패키지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패키지를 클라이언트 설
치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구성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시만텍에서 받은 최신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info 또는 .zip 파일일 수 있습니다. 패치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Table 376: 새 소프트웨어 패키지 추가

설정 옵션 및 설명

이 패키지의 이름 지정 추가 후 콘솔에 나타나는 패키지의 이름
패키지 파일에 대한 원본
폴더 지정

추가할 패키지를 검색.

설명 콘솔에 나타나는 패키지에 대한 설명.

패키지 내보내기 설정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Mac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
라이언트에 서로 다른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패키지를 단일 실행 파일로 내보내거나, 타사 배포 도구를 통해 배포에 적합한 파일 모음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
다.

NOTE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는 자동으로 .zip 아카이브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집니다. 파일 권한을 올
바르게 유지하려면 운영 체제의 기본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카이브 파일의 압축을 해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Mac Archive Utility 또는 ditto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체제에서는 Mac unzip 명령,
타사 응용 프로그램 또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Mac 클라이언트 패키지의 경로 이름이 너무 길어서 내보내기가 실패합니다.
따라서 Mac 클라이언트 패키지에 대해 더 짧은 경로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패키지 내보내기 설정에서는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 내보내기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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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7: 패키지 내보내기 설정

설정 옵션 및 설명

내보내기 폴더 Windows, Mac 및 Linux.
내보낸 설치 파일이 포함될 폴더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폴더를 지정하면 내보내기 프로세스
가 해당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패키지 내보내기는 더블 바이트 문자나 high-ASCII 문자가 있는 디렉터리는 지원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선택을
차단합니다.
내보내기 프로세스는 이 폴더 안에 중첩된 폴더를 생성하고 이 중첩된 폴더에 설치 파일을 넣습니다. 예를 들
어 My Company 아래에 MyGroup이라는 그룹의 설치 패키지를 생성하면 My Company_MyGroup이라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 폴더에는 내보낸 설치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이 패키지를 위한 단
일 .EXE 생성

Windows에만 해당.
단일 설치 실행 파일을 생성합니다.
단일 실행 파일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를 통한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 설치 또는 자동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치 기능 및 설정 Windows에만 해당.
Mac 시스템의 설치 설정은 자동 업그레이드에만 적용됩니다.
•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14.3 RU1 MP1 이상)
이전 릴리스에서 설치된 현재 클라이언트 기능을 유지합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기능과 다른 경우에
도 클라이언트에 기능이 설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대한 보안 기능 선택에서 다른 기능 세트를 선택하려면 이 상자를 선택 해제하십시오.

• 이 패키지에 대한 설치 설정 선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구성하고 이름을 지정
한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설치 설정은 최종 사용자가 설치 중에 경험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설정에 따라 설치와의 사용자 상호 작용이 필요하거나 설치 완료 후 강제로 재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설정에서는 설치 패키지로 표준, 내장/VDI 또는 다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중 어느 것을 설치
할지 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 이 패키지에 대한 보안 기능 선택
기본 기능 선택 사항과 함께 사용자가 구성하고 이름을 지정한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결정됩니다.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바이러스 정의를 포함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바이러스 정의를 포함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느
린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즉시 전체 바이러스 정
의 세트가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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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옵션 및 설명

설정 내보내기 또는 그룹
구성원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Windows, Mac 및 Linux에 적용됩니다.
•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내보내기
기본 보안 정책이 포함된 관리 패키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배포한 후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로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내보내기
기본 보안 정책이 포함된 관리되지 않는 패키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배포한 후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콘솔로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Mac 및 Windows의 경우 클라이언트 배포 마법사를 통해 통신 업데이트 패키지 배포를 사용하여 언제든
지 단독 실행 클라이언트를 중앙 관리 클라이언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그룹의 정책으로 패키지 내보내기(Windows 및 Linux에만 해당)
Windows의 경우 특정 그룹의 보안 정책을 사용하여 관리 또는 관리되지 않는 패키지를 내보낼 수 있습
니다. 여러 그룹을 선택한 경우 내보내기 프로세스는 각 그룹별로 별도의 설치 파일 하위 디렉터리를 생
성합니다. 내보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후에는 설치용으로 선택한 그룹에 관리되는 클라이
언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Linux의 경우 이 설정은 관리되지 않는 패키지를 내보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선택
하지 않으면 기본 보안 정책이 적용됩니다.

• 선택한 그룹에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기존 클라이언트는 현재 그룹에 유지됩니다.
(Windows만 해당).
관리 패키지의 설치가 끝난 후 새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선택된 그룹에 추가됩니다.

정책 모드 Windows에만 해당. 항상 시스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스템 모드
시스템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인증될 때 해당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의 정책이 적용되도록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처음 설치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 모드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온하여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인증될 때 해당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의 정책이 적용되도록 지정합니다.

업그레이드 설정 Windows 및 Mac에만 해당.
이 설정을 사용하면 현재 로그, 정책 및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유지하거나 이전 로그와 정책을 제거
하고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속성
이 대화 상자에는 관련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속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및 설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 목록 목록 이름
이 관리 서버 목록을 선택한 경우 이 대화 상자에 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통신하는 장애 조치 및 로드 균형 조정 서버가 표
시됩니다. 우선 순위 번호 1은 로드 균형 조정 서버를 나타냅니다. 1보다 큰 우선 순위 번호는 장애 조치 서버를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추가: 일반
이 대화 상자에서는 배포할 패키지, 배포할 패키지에 있는 구성 요소, 설치 설정 및 배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에서 이 도움말 항목을 표시하면 일반 탭에서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
트 기능 유지 및 업그레이드 예약에 대한 설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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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8: 일반 업그레이드 구성 설정

옵션 설명

이 그룹의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
드하는 데 사용할 패키지 선택

자동 업그레이드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업그레이드 패키지에
없는 기능을 실행할 경우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기능이
제거됩니다.

설명 패키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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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클라이언트 설정 • 업데이트 시 기존 클라이언트 기능 유지(Windows만 해당)
이전 릴리스에서 설치된 현재 클라이언트 기능을 유지합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기능과 다
른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에 기능이 설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용할 기능 선택에서 다른 기능 세트를 선택하려면 이 상자를 선택 해제하십시오.
– 클라이언트에 대한 고급 보호
모든 보호 기술을 포함합니다. 랩톱 및 데스크톱에 적합합니다. 고급 다운로드 보호 및 모든
클라이언트 이메일 검사기를 포함합니다.

– 서버에 대한 고급 보호
모든 클라이언트 이메일 검사기를 제외한 모든 보호 기술을 포함합니다. 최고의 네트워크 보
안이 필요한 서버에 적합합니다.

– 서버에 대한 기본 보호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본 다운로드 보호만 포함합니다. 최고의 네트워크 성능이 필요한
서버에 적합합니다.

– Active Directory 보호
Active Directory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Symantec Endpoint Threat
Defense for Active Directory 기능을 포함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이전에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기능 세트 아래에서 생성한 모든 추가 기능 세트
가 나열되어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일부 보안 기능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A new feature is installed even though the Auto-upgrade was set to maintain existing
features(영문)
플랫폼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Note: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강화는 이전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설치되
며 이 옵션은 선택되어 있습니다(버전 14.2부터).

•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영어로 업그레이드합니다.
14.3 RU2부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 프랑스어, 일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스페인
어로만 번역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다른 언어로 번역된 클라이언트는 영어로 설치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클라이언트는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14.3
RU1 클라이언트는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며 버전 14.3 RU1으로 유지됩니다.

• 설치 설정
– Windows의 경우 이 옵션은 설치 설정 및 업그레이드 설정과 설치 완료 시 재시작 설정을 정
의합니다. Windows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표준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이 선택됩니다.

– Mac의 경우 이 옵션은 업그레이드 설정과 설치 완료 시 재시작 설정을 정의합니다.
이전에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옵션 설정 아래에서 생성한 모든 추가적인 설치
설정이 나열되어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패키지의 경우 Windows 클라이언트 설정
만 선택하고, Mac 설치 패키지의 경우 Mac 클라이언트 설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에 새 컨텐츠 포함
이전 릴리스에서 변경된 새 컨텐츠를 포함합니다. 새 컨텐츠에는 새 컨텐츠가 필요한 기존 기능
에 대한 변경 또는 새로운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전 릴리스의 정의와 호환되지 않는 정의를 예
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 패키지 크기가 커지지만 클라이언트 업그레
이드 후 즉시 최신 컨텐츠가 포함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패키지 크기가 작아지
지만 설치 후 LiveUpdate 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통해 컨텐츠 업데
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클라이언트의 현재 버전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의 설
치 패키지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1.x에서 14로 업그레이드하는 설치 패키지에 정의를
포함하려면 12.1.x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저장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추가 요구 사항은 버전 12.1.x에서 버전 14.x로 정의가 변경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Windows, Mac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 플랫폼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능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로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가져오기
클라이언트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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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다운로드 원본 •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패키지 다운로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 다음 URL(http 또는 https)에서 클라이언트 패키지 다운로드
이전에 업데이트용으로 구성한 웹 서버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단
일 실행 파일 또는 압축 파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HTTP와 HTTPS만 지원됩니다.

업그레이드 예약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시작 시간, 끝 시간
패키지를 설치한 시간 범위를 지정합니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일치하면 업그레이드가 즉시
시작됩니다.

• 업그레이드 배포 기간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는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다음 공식에 따라 시간을 계산합니다.
(Package Size/Server Transfer Rate) * Number of Computers

단위
MB / MB per second * Num = seconds

사용자 정보 수집 설정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설치 프로세스 동안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각 사용자 및 시스템에 대한 속성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이를 수동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NOTE

이 옵션을 처음 실행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필드 중 하나를
편집해도 대화 상자는 닫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자
가 실수로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열었을 때뿐입니다.

Table 379: 사용자 정보 수집

설정 옵션 및 설명

사용자 정보 수집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대화 상자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팝업 메시지 이 메시지는 사용자가 입력할 내용을 설명하는 대화 상자의 맨 위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알림 사용 사용자는 특정 시간(분 단위) 동안 대화 상자 완료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필드를
선택하십시오.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입력 필드(상자)입니다.

선택 사항 사용자가 관련된 필드 이름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추가: 통지
이 대화 상자에서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지할지 여부와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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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0: 통지 업데이트 구성 설정

설정 설명

업그레이드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볼 기본 메시지 또는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
다.
최대 메시지 크기는 128자 및 2줄입니다.

기본값 사용 통지 메시지를 기본 메시지로 재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

통지를 실행하면 구성한 시간만큼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연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
니다. 최소 시간 및 최대 시간 메뉴는 다양한 값을 제공합니다.

Mac에 대한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관리 콘솔에서 관리 > 설치 패키지 >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 > 태스크를 사용하여 새 클라이언트 설치 설정을 추가하거나 기
존 설정을 편집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설정 및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재시작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이러한 설정은 업그레이드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생성 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선택 사항 세트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패키지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마법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설정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Mac에 대한 업그레이드 설정

Table 381: Mac에 대한 재시작 설정

설정 설명

재시작 방법 • 강제 재시작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자는 시스템 재시작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위협 요소 또는 강력한 공격을 완화시키는 경우
에 유용합니다.

• 지연된 재시작
선택한 간격으로 클라이언트 재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재시작을 지연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시기를 연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 재시작 안 함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없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특정 시간에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
하십시오. 이 옵션은 정상적인 사용자 루틴의 일부로 시스템 재시작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을 때 좋
은 선택입니다. 일부 경우에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 통지가 수신됩니다.

• 사용자 정의 재시작
다른 재시작 방법에서 제공되지 않는 설정의 조합이 필요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 재시작 • 즉시
지연 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즉시 재시작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멀웨어 교정, 긴급 사안 예약 및 긴박한 위협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 등이 있습니다. 대
부분의 빠른 시스템 재시작의 경우 강제 재시작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 시간 지정 또는 최대 시간
즉시 재시작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재시작을 안전하게 지연할 수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
십시오. 활성 위협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재시작을 지연할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두십
시오.

• 다음 기간(시간) 전/후의 임의 시간에 시작: 2시간
다른 예약 태스크와 충돌을 피하고 클라이언트 재시작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재시작 무작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1시간에서 8시간 범위 내의 다른 시간에 재시작할 수 있습니
다. 이 옵션은 가상화된 환경에서 하드웨어 과부하를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과부하는 서버에
호스팅되는 모든 가상 시스템이 재시작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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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메시지 표시 • 메시지 표시 안 함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시스템과 떨어져 있을 때 재시작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 시간 지
정 옵션과 함께 사용됩니다.

• 메시지를 표시하고 다음까지 카운트 다운
사용자에게 잠시 후 시스템이 재시작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
션은 즉시 및 시간 지정 옵션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유용합니다.

• 메시지 표시 및 다음 시간까지 재시작 연기 허용 또는 메시지 표시 후 다음 시간 동안 유휴 상태로 설정
주어진 기간 내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은 사용
자에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스템을 재시작하도록 합니
다.

메시지 재시작 시스템이 곧 재시작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타 옵션 이러한 옵션은 재시작 시 실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 하드 재시작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활동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강제로
재시작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 옵션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재시작
설치 시 재시작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로그인되지 않았으면 이 옵션은 즉시 재시작하며 다른 대기 중
인 재시작 작업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Table 382: Mac에 대한 업그레이드 설정

설정 옵션 및 설명

업그레이드 설정 • 모든 로그, 정책 및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설정을 유지
모든 로그와 이전 업데이트 설정을 유지합니다. 관리 서버의 통신 설정을 유지합니다.

• 이전 로그와 정책을 모두 제거하고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설정을 재설정
모든 로그와 이전 설정을 삭제하고 대체합니다. 관리 서버 통신 설정을 삭제하고 대체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및 리포트
홈 페이지
사용자 정의 가능한 홈 페이지에는 네트워크의 보안 상태에 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에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홈 페이지에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포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계정 추가 및 액세스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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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3: 홈 페이지 항목 및 리포트

리포트 또는 상태 정보 설명

보안 상태 • 보안 상태 - 좋음 또는 주의 필요.
기본 설정 > 보안 상태 탭에서 설정한 한계값에 따라 좋음 및 주의 필요의 정의가 결정됩니다.

• 기본 설정
보안 상태 창, 홈 및 모니터 탭, 로그 및 리포트에 나타나는 몇 가지 기본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리포트 기본 설정 구성

• 지난 24시간 동안 승인되지 않은 통지 없음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작업이 수행되면 관리 서버가 통지를 생성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통
지는 수신 후 24시간 동안 읽지 않은 통지입니다.
통지 보기 및 승인
시스템 관리자 계정이 있으면 기본 설정 링크를 누르고 홈 및 모니터 탭을 사용하여 이 통지 표시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가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는 통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통지 설정

엔드포인트 상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의 전체 시스템 보호 상태가 표시됩니다.
• 최신 상태임
최신 상태의 정의가 있는 엔드포인트의 수.

• 오래됨
오래된 정의가 있는 엔드포인트의 수.

• 오프라인
오프라인 상태인 엔드포인트의 수.

• 실행 중지됨
실행 중지된 엔드포인트의 수.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사용자 작업이 하나 이상의 보호 기술을 실행
중지하는 경우 엔드포인트가 실행 중지됨을 보고합니다. 관리자 정책이 엔드포인트를 실행 중지
하는 경우 해당 엔드포인트는 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호스트 무결성이 실패함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한 엔드포인트의 수. 호스트 무결성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이 숫자는
항상 0입니다.

• 재시작이 필요한 시스템
숫자를 누르면 재시작이 필요한 시스템이 표시됩니다.

라이센스 상태 이 리포트는 평가판 라이센스 및 유료 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싱 정보를 표시합니다. 라이센싱 상세
내역을 누르면 모든 라이센스에 대한 상세 내역이 포함된 리포트가 표시됩니다.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에 대한 라이센스 수 관리 방법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비영구적 VDI 클라이언트 삭제

시만텍 보안 연구소 보안 연구소 섹션에는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대한 위협 요소의 현재 심각도 수준을 나타내는
ThreatCon이 표시됩니다. 심각도 수준은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서 설정한 위협 요소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ThreatCon 심각도 수준은 전체 인터넷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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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또는 상태 정보 설명

활동 요약: 바이러스 및 위험 요
소

지난 1시간 동안의 활동 요약이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감염 횟수별로 표시됩니다. 탐지 횟수별
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4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 및 탐지 횟수 표시를 변경하려면 기본 설정 > 홈 및 모니터를 누르십시오.
탐지 횟수별 활동 요약에는 다음 정보가 요약되어 표시됩니다.
• 바이러스와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수행된 작업 수.
• 새 바이러스와 보안 위험 요소 탐지의 발생 건수.
•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상태로 있는 시스템의 수.
시스템 수별 활동 요약에는 다음 정보가 요약되어 표시됩니다.
• 바이러스와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다양한 작업이 수행된 개별 시스템 수.
• 새 바이러스와 보안 위험 요소 탐지의 총 횟수.
•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상태로 있는 총 시스템의 수.
예를 들어, 탐지 횟수별 보기에 제거됨 처리 결과가 5개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탐지되면 시스템 수 보기에 5개가 아닌 1개로 표시됩니다.
의심
SONAR 검사에서 사용자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이 탐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해할 수도 있
고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가 무해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나중에 탐지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탐지했을 때 수행할 작업이 로그만이고 이 위험 요소가 유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위험 요소를 종료하거나 검역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이 위험 요소를 교정할 수 없는 경우 수동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감염됨/아직 감염 상태임
선택한 시간 간격 중에만 시스템을 감염시킨 위험 요소 수를 표시합니다. 새로 감염됨은 아직 감염 상
태임의 하위 세트입니다. 아직 감염 상태임 수는 구성한 시간 간격 내에는 물론, 검사를 통해 계속해
서 감염 상태로 분류할 위험 요소의 전체 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에서 위험 요소를 일부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직 감염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새로 감염됨 개수와 아직 감염 상태임 개수는 일부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제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콘솔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
니다.

Note: 홈 페이지의 시간 범위 중에 발생한 탐지 이벤트인 경우에는 시스템이 새로 감염됨 개수의 일
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되지 않은 위험 요소가 지난 24시간 이내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새로 감염됨 수가 홈 페이지에서 증가합니다. 위험 요소가 교정되지 않는 이유는 부분 교정
이 일어나는 경우이거나 해당 위험 요소의 보안 정책이 로그만 기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홈 페이지에 표시하도록 구성된 마지막 기간에 발생한 이벤트의 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수를
확인하려면 활동 요약에서 아직 감염 상태임을 제외한 모든 행의 수를 더합니다.

활동 요약: 악용 지난 1시간 동안 메모리 악용 완화에 의해 수행된 탐지의 활동 요약을 표시합니다. 탐지 횟수별로 시
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4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포트 즐겨찾는 리포트 섹션에는 메모리 악용 완화 탐지 리포트를 비롯한 몇 가지 기본 리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포트 중 하나 이상을 원하는 다른 기본 리포트나 사용자 정의 리포트로 바꾸어 이
섹션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포트는 볼 때마다 실행되므로 데이터가 항상 최신입니다.

기본 설정: 홈 페이지 및 모니터 페이지
홈 및 모니터 탭을 사용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기본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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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4: 홈 페이지 및 모니터 페이지 요약 탭 표시 옵션

옵션 설명

시간 범위 홈 페이지 및 모니터 페이지 요약 탭에 표시되는 리포트에 사용되는 시간 단위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지난 12시간입니다.

자동 새로 고침 주기 홈 페이지 및 모니터 페이지 > 요약 탭을 자동으로 새로 고치는 주기를 결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매 15분마다 새로 고침입니다.

통지 홈 페이지의 승인되지 않은 통지 수에 포함할 통지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생성자에 상관없이 모든 통지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내 통지만 표시를 선택한 경우 홈 페이지는 생
성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통지만 카운트에 포함합니다.
이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관리자 및 제한된 관리자는 생성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알림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
동 요약 표시

홈 페이지의 바이러스 및 위험 요소 활동 요약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본 설정: 보안 상태
보안 상태 탭을 사용하여 보안 상태 한계값에 사용되는 기본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값은 콘솔에 있는 홈 페이
지의 보안 상태가 붉은색으로 전환되었을 때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것을 지정합니다.

대부분의 옵션은 기본값이 10%와 30일입니다.

기본 설정: 로그 및 리포트
로그 및 리포트 탭을 사용하여 로그 및 리포트 표시에 사용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로그를 서버로 업로드
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385: 로그 및 리포트 옵션

옵션 설명

날짜 형식 콘솔 또는 브라우저의 리포트 및 로그에 날짜가 표시될 때 사용되는 날짜 형식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MMDDYY입니다.

Note: 이 설정은 항상 연도-월-일(Y-M-D) 형식을 사용하는 표에 표시되는 바이러스 정의 날짜 및 버
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 구분 문자 콘솔 또는 브라우저의 리포트 및 로그에 날짜가 표시될 때 사용되는 구분 문자 유형을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슬래시(/)입니다.

리포트 테이블의 최대 행 수 테이블 유형의 HTML 리포트에 표시되는 최대 행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200행이며 사용 가능한 최대 행 수는 99,999행입니다.

내보내기에 사용된 표준 시간대 다른 시스템으로 로그를 내보낼 때 사용되는 표준 시간대를 지정합니다.
IPv4용 서브넷 형식 그룹화 기준 로그 및 리포트 표시의 그룹 정보에 사용할 IP 주소 서브넷 형식을 지정합니다.

클래스 B, 클래스 C 또는 사용자 정의 서브넷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v4용 사용자 정의 서브넷 형식 서브넷 형식 그룹화 기준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경우 로그 및 리포트 표시의 그룹 정보에 사용할

사용자 정의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점으로 구분한 10진수 xxx.xxx.xxx.xxx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세 단위는 0부터 255까지의 범위에
있는 10진수를 포함합니다.

IPV6용 서브넷 형식(CIDR 접두사) 사용자에게 적합한 IPv6 CIDR 서브넷 접두사를 삽입하십시오.
리포트에 필터 설정 포함 리포트 생성에 사용된 조회 기준을 해당 리포트에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에는 필터 설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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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상태
이 탭을 사용하여 콘솔에서 실행한 명령의 상태 및 해당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탭에는 예외 정책에 위험 요소를 추
가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콘솔에서 실행한 명령이 표시됩니다.

또한 이 탭을 사용하여 검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검사의 명령 열에는 취소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취소 아이콘
을 눌러 진행 중인 검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선택한 다음 상세 내역을 누르면 표에 있는 모든 명령의 상세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여러 시스템으로
전송된 경우 각 시스템별로 별도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NOTE

명령 상태 로그의 완료 열에는 리포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검사 탐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보기에는 시스템별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아이콘도 있습니다.

명령 상태: 상세 내역

또한 선택한 명령의 진행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파이 차트는 모든 명령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Table 386: 명령 상태 보기에 대한 필터 옵션

옵션 설명

Show 명령 상태를 볼 명령의 시간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관계없이 실행된 모든 명령을 선택하
면 실행된 특정 유형의 명령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 7일 동안 실행된 명령을 볼 수 있습
니다.

유형 자세한 상태를 볼 명령의 유형을 결정합니다(예: 컨텐츠 업데이트 명령 또는 자동 보호 실행 명령).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상태: 자세한 상태를 볼 명령의 상태를 결정합니다(예: 수신됨, 완료 또는 취소됨).

Table 387: 명령 상태 테이블 정보

열 이름 설명

실행 시간 명령이 실행된 날짜 및 시간.
실행자 명령을 실행한 관리자의 이름.
명령 실행한 명령의 이름.
설명 명령에 대한 설명.
영향을 받은 클라이언트 명령의 영향을 받은 클라이언트 수.
완료 상태 명령 완료율.
원본 명령의 원본입니다.
발생지 IP 주소 명령의 원본 IP 주소입니다.

명령 상태: 상세 내역
명령 상태 상세 내역 보기에는 보조 창에 있는 특정 명령의 상세 내역이 표시됩니다.

명령 상태 상세 내역 필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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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8: 명령 상태 상세 내역 로그 열

열 이름 설명

시작 시간 명령이 실행된 날짜 및 시간.
마지막 업데이트 클라이언트가 이 명령을 서버로 보낸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및 시간.
시스템/IP 주소 명령이 실행된 시스템의 이름 및 IP 주소.
사용자 명령이 실행되었을 때 시스템에 로그온되어 있는 사용자의 로그온 이름.
도메인 명령이 실행된 도메인의 이름.
상태 명령의 상태. 예: 수신되지 않음 또는 진행 중.
상세 내역 상세 내역 열에는 명령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상세 내역 열에는 다음 구문 중 하나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 성공
• 클라이언트가 명령을 실행하지 않음
• 클라이언트가 상태를 보고하지 않음
• 명령이 중복되어 실행되지 않음
• 스풀링된 명령을 재시작할 수 없음
• 보안 위험 요소 발견
• 검사가 중단됨
• 검사가 중단됨
• 검사가 상태를 반환하지 않음
• 검사 시작 실패
• 자동 보호를 실행할 수 없음
• LiveUpdate 다운로드 진행 중
• LiveUpdate 다운로드 실패
• 검역소 삭제 실패
• 검역소 삭제 부분 성공
링크를 눌러 위험 요소 로그의 연관된 항목을 표시하는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 로그는 상세 내역 보기에서 즉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는 각기 다른 속도로 업
로드 및 처리되므로 일부 명령의 경우 지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 상세 내역 클라이언트의 명령 상태에 대한 설명.

Note: 일부 명령의 경우 추가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열은 비어 있
습니다.

Table 389: 명령 상태 상세 내역 필터 설정

옵션 설명

저장된 필터 사용 저장된 필터를 사용하여 명령 상태 항목을 보도록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기본값입니다.

시스템 시스템 이름으로 명령 상태 항목을 필터링하도록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입니다.

상태 상태로 명령 상태 항목을 필터링하도록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모두입니다.

상세 내역 상세 내역으로 명령 상태 항목을 필터링하도록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모두입니다.

제한 명령 상태 창에 표시되는 항목 수에 대한 한도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20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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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리포트
원하는 예약에 기반하여 리포트가 자동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 리포트는 예약된 간격으로 수신자에게 이메
일 전송되므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리포트는 예약 리포트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배포(스냅샷)
• 시간별 클라이언트 온라인/오프라인(스냅샷)
• 시간별 최신 정책을 가진 클라이언트(스냅샷)
• 시간별 컴플라이언스 실패 클라이언트(스냅샷)
• 바이러스 정의 배포(스냅샷)

기본적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예약한 모든 리포트가 표시됩니다. 리포트 유형 표시 목록 상자를 사용하여 특정 유형의 예약
리포트를 표시하도록 보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약 리포트를 처음 생성하는 경우 기본 필터 또는 이미 저장된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약 리포트를 생성하고 구성한 후
필터 편집 링크를 사용하여 리포트의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 링크를 사용하여 예약, 이메일 수신인 및 리포트
유형 상세 내역을 결정하는 구성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Table 390: 예약 리포트 옵션

옵션 설명

추가 새 예약 리포트를 추가하고 해당 리포트의 예약 옵션을 구성합니다.
예약 리포트: 예약 리포트 추가 또는 예약 리포트 편집

편집 선택한 예약 리포트에 대한 예약 및 이메일 구성 옵션을 편집합니다.
예약 리포트: 예약 리포트 추가 또는 예약 리포트 편집

필터 편집 선택한 예약 리포트에 사용된 필터를 편집합니다.
예약 리포트: 필터 편집

삭제 선택한 예약 리포트를 삭제합니다.
리포트 유형 표시 예약 리포트 목록을 필터링하여 선택한 유형만을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목록에는 모든 유형

의 리포트가 표시됩니다.

Table 391: 예약 리포트 목록 열

열 이름 설명

리포트 이름 리포트에 할당되는 이름.
리포트 제목/리포트 유형 리포트 제목 및 리포트 유형.
필터 리포트에 할당되는 필터.
예약/최종 실행 리포트에 대한 예약 및 리포트가 마지막으로 생성된 날짜 및 시간.
받는 사람 리포트의 수신인.
생성자 리포트를 생성한 관리자의 이름.

예약 리포트: 예약 리포트 추가 또는 예약 리포트 편집
이 대화 상자에서 새 예약 리포트를 추가하거나 기존 예약 리포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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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2: 예약 리포트 구성 옵션

옵션 설명

리포트 이름 이 예약 리포트를 식별합니다.
설명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예약 리포트와 해당 정보를 설명합니다.
이 예약 리포트 실행 구성한 예약에 따라 이 리포트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유형 예약할 리포트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리포트 유형
리포트 선택 리포트 선택 목록 상자에서 예약할 리포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포트 유형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이 달라집니다.
저장된 필터 사용 사용할 저장된 필터 구성을 지정하거나 기본 구성을 사용합니다.

저장된 필터를 예약 리포트와 연결할 때는 필터에 사용자 정의 날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필터에서
사용자 정의 날짜를 지정하면 리포트가 실행될 때마다 같은 리포트를 얻게 됩니다.

실행 간격 이 리포트를 수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빈도를 지정합니다. 시간, 일, 주 및 개월 중에서 하나의 간격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리포트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매 시간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됩니다. 리포트는 이 옵션을 사용
하여 설정한 시간과 시간 간격에 따라 수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리포트를 이메일로 전송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1시간 이내로 업데이트된 최신 데이터입니다.

다음 이후 시작 리포트가 다음에 실행되는 날짜(MM/DD/YY) 및 시간(시간 및 분)을 지정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 리
포트 전송

이 리포트를 각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설정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는 .mht 첨부 파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메일 서버 속성을 미리 설정해야 이메일 통지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리포트를 다음 쉼표로
구분된 이메일 주소로 전
송

이 리포트를 수신할 사람 또는 수신할 사람 목록을 지정합니다. 설정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
이터는 .mht 첨부 파일로 해당 수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메일 서버 속성을 미리 설정해야 이메일 통지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예약 리포트 실행 방법

예약 리포트: 필터 편집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전에 구성한 예약 리포트에 사용된 필터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옵션
은 예약한 리포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빠른 리포트 필터의 각 유형에 대한 기본 설정 및 추가 설정과 동일합니다.

필터 편집 대화 상자 상단의 관련 도움말을 눌러 각 필터 옵션에 대한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자동 보호: 통지
자동 보호 탐지에 대해 통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지 메시지는 macOS(또는 Mac OS X) 알림 센터에 나타납니다. 알림 센터의 문자 제한 때문에
Mac에서는 이 메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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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3: 통지 옵션

옵션 설명

감염된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
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에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감염된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통지에 표시할 정보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
다.

감염된 시스템에 자동 보호 결과 대화 상자 표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
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시스템의 자동 보호 결과 표시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
다.

Table 394: 통지 메시지 필드

레이블 필드 설명

검사 유형 작성자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한 검사 유형.
이벤트 이벤트 "위험 요소 발견"과 같은 이벤트 유형.
탐지된 보안 위
험 요소

보안 위험 요소 이름 발견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파일 평판 파일 평판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의 경우 이 필드는 시만텍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파
일의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에는 시만텍이 파일에 대해 인지한 기간 및 파일
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포함됩니다.

파일 경로 및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전체 경로 및 이름.
위치 위치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시스템의 드라이브.
시스템 시스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스템의 이름.
사용자 사용자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로그인 상태에 있던 사용자의 이름.
수행한 작업 수행한 작업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 이 작업은

구성된 첫 번째 작업 또는 두 번째 작업일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짜 발견한 날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보안 정책의 유형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통지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인터넷 이메일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통지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포함할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이메일 통지 메시지 수신인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진행률 표시기가 표시
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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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5: 통지 옵션

옵션 설명

통지 감염된 시스템에서 통지 메시지 표시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
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염된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
이 옵션을 설정하면 자동 보호가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표시되어야 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 감염된 이메일에 대한 통지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메시지에 경고 삽입: 감염된 메시지에 이메일 경고를 추
가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
다.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경고를 누르십시오.
경고 메시지 삽입

• 발송인에게 이메일 전송: 인터넷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
송인에게 감염된 메시지를 통지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실행되어 있으면 발송인을
눌러 기본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서버
메시지

•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전송: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수신인에게 감염된 메시지를 통지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
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실행되어 있으면 다른 사
용자를 눌러 기본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전송: 다른 사용자

진행률 통지 이메일 검사 도중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진행률 메시지 및 아이콘
표시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을 전송할 때 진행률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이 옵션은 기
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 알림 영역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
지되어 있습니다.

Table 396: 통지 메시지 필드

레이블 필드 설명

검사 유형 작성자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한 요청 시 검사 또는 예약 검사 등의 검사 유
형.

이벤트 이벤트 "위험 요소 발견"과 같은 이벤트 유형.
탐지된 보안 위
험 요소

보안 위험 요소 이름 발견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파일 평판 파일 평판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의 경우 이 필드는 시만텍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파
일의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에는 시만텍이 파일에 대해 인지한 기간 및 파일
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포함됩니다.

파일 경로 및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전체 경로 및 이름.
위치 위치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시스템의 드라이브.
시스템 시스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스템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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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필드 설명

사용자 사용자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로그인 상태에 있던 사용자의 이름.
수행한 작업 수행한 작업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 이 작업은

구성된 첫 번째 작업 또는 두 번째 작업일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짜 발견한 날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보안 정책의 유형

Microsoft Outlook 또는 Lotus Notes 자동 보호: 통지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통지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나타나야 할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Lotus Notes의 자동 보호에 대해서도 이러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397: 통지 옵션

그룹: 옵션 설명

통지 감염된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
자동 보호에서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할 때 감염된 시스템에서 통지 메시지 표시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감염된 시스템에 표시할 정보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메시지에 경고 삽입
감염된 메시지에 이메일 경고를 추가합니다. 경고를 눌러 기본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 삽입

• 발송인에게 이메일 전송
발송인에게 인터넷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감염된 메시지에 관해 통지합니다. 발송인을 눌러 기본 텍스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서버
메시지

•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전송
지정된 수신인에게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감염된 메시지에 관해 통지합니다. 다른 사용자를 눌러 기본 텍스트를
변경하고 수신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전송: 다른 사용자

Table 398: 통지 메시지 필드

레이블 필드 설명

검사 유형 작성자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한 요청 시 검사, 예약 검사 등의 검사 유형.
이벤트 이벤트 "위험 요소 발견"과 같은 이벤트 유형.
탐지된 보안 위
험 요소

보안 위험 요소 이름 발견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파일 평판 파일 평판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의 경우 이 필드는 시만텍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파
일의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에는 시만텍이 파일에 대해 인지한 기간 및 파일
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포함됩니다.

파일 경로 및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전체 경로 및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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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필드 설명

위치 위치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시스템의 드라이브.
시스템 시스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스템의 이름.
사용자 사용자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로그인 상태에 있던 사용자의 이름.
수행한 작업 수행한 작업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 이 작업은

구성된 첫 번째 작업 또는 두 번째 작업일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짜 발견한 날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보안 정책의 유형

규칙: 통지
방화벽 규칙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차단할 때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통지를 실행하거나 실
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통지와 함께 다음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나타나는 통지의 텍스
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는 클라이언트의 응용 프로그램.
•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
• 업데이트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Table 399: 통지 탭 옵션

옵션 설명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시스
템에 통지 표시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면 클라이언트에 표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규칙 탭에서 차단할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추가 텍스트 설정
(Windows만 해당).

표준 메시지 아래에 사용자 정의된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방화벽 규칙에 대해 수행할 작업이 '질의'일 경우
표시될 추가 텍스트
(Windows만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표준 메시
지가 클라이언트에 매번 표시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는
없으며 표준 텍스트에 사용자 정의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통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은 운영 체제에 의
해 제한됩니다. 통지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추가된 텍스트를 120자 이하
로 제한해야 합니다.

모니터: 통지
다음과 같은 태스크에 통지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성한 통지 목록을 보려는 경우 및 통지를 승인하려는 경우.
• 새 통지를 생성하고 기존 통지 필터 및 예약 옵션을 수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통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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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0: 통지 로그 필터용 기본 설정

옵션 설명

저장된 필터 사용 로그 보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필터를 지정합니다.
통지 정보를 보기 위해 명명하고 저장한 기본 필터 또는 사용자 정의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 로그에서 보려는 이벤트의 시간 범위를 지정합니다.
특정 날짜 설정을 선택한 경우 추가 날짜 설정 옵션이 표시됩니다.

시작 날짜 관련 정보를 보려는 시간 범위에 대해 시작 날짜를 지정합니다.
시간 범위에 대해 특정 날짜 설정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 날짜 관련 정보를 보려는 시간 범위에 대해 종료 날짜를 지정합니다.
시간 범위에 대해 특정 날짜 설정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정 통지 로그 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구성 옵션을 표시합니다.
해당 설정 간에 전환하려면 추가 설정과 기본 설정을 누르십시오.

필터 저장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이름에 필터 설정을 저장합니다.
통지 조건 새 통지 조건을 생성하거나 기존 조건을 편집하기 위해 구성하는 설정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통지 보기 현재 필터 설정으로 필터링되는 통지 로그를 표시합니다.

Table 401: 통지 로그 보기용 추가 필터 설정

옵션 설명

승인 상태 통지 로그 보기에 모든 통지를 표시할지, 수신 확인된 통지를 표시할지, 또는 수신 확인되지 않은 통지를 표시할지
를 지정합니다.

통지 유형 정보를 보려는 통지 조건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특정 통지 조건을 지정하거나 모든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자 특정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생성한 통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름 정보를 보려는 특정 통지 조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략 부호를 눌러 통지 조건 이름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통
지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보기의 각 페이지에 표시할 항목 수를 지정합니다.

통지 조건 추가 또는 편집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통지 조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의 통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에 항목 기록
• 통지에 의해 트리거될 때 배치 파일 또는 다른 실행 파일 실행
• 관리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이메일 전송
이러한 통지는 주로 관리자에게 통지하는 데 사용되지만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송되도록 통지 이
메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이메일 통지를 전송하려면 메일 서버도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 > 서버 페이지의 이메일 서버 탭을 사용하여 메일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통지에 모든 필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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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2: 통지 생성 시 사용 가능한 필터 옵션

옵션 설명

통지 이름 추가한 통지를 구별할 이름을 지정합니다.
도메인 설정한 조건으로 통지를 실행할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
려진 도메인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 설정한 조건으로 통지를 실행할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
려진 그룹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모든 그룹은 기본 상위 그룹의 하위 그룹입니다. 이 필터가 그룹을 검색할 때는 기본 그룹 이름부
터 시작하여 계층적으로 검색합니다. 그룹 이름이 동일한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때 검색 문자열 앞에 별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Note: 예를 들어 이름이 Purchasing인 그룹이 있는 경우 이 상자에 p*를 입력하면 어떠한 그룹도 검색되
거나 보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Purchasing인 그룹을 찾으려면 *p*를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서버 통지를 실행할 서버를 지정합니다. 여러 서버에서 통지를 실행하도록 설정한 경우 각 이벤트에 많은 통
지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물음표(?)와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눌러 알
려진 서버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한 조건으로 통지를 실행할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위험 요소 이름 통지를 실행할 위험 요소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임의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쉼표로 분리된
목록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통지를 실행할 감시 목록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별표(*) 와일드카드 문자가 허용됩니다. 여러 항목의 경우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403: 통지 조건 옵션

옵션 설명

확산 유형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 및 위험 요소 확산의 경우 이 통지를 실행해야 할 확산의 유형과 범위를 지정합니다.
선택한 확산 유형에 따라 다음 정보가 발생합니다.
• 모든 시스템에서 발생
설정한 시간(분) 내에 발견된 보안 이벤트 또는 위험 요소 수.

• 단일 시스템에서 발생
설정한 시간(분) 내에 computer name 시스템에서 발견된 보안 이벤트 또는 위험 요소 수.

• 별도 시스템에서 발생
설정한 시간(분) 내에 발견된 공격받은 시스템 또는 감염된 시스템 수.

Note: 이 경우 감염되었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탐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위험 요소가 여전히 활
성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유형 인증 실패의 경우 이 통지를 실행해야 할 실패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임의의 서버나 단일 서버에서 실패가 발생했을 때 통지를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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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컴플라이언스 이벤트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의 경우 호스트 무결성 실패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벤트가 이 통지를 실행하도
록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완화 이벤트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의 경우 방화벽 활동이나 침입 또는 메모리 악용 완화 활동이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
정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작업 패턴의 탐지를 나타냅니다.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작업
패턴에는 서비스 거부 공격, 포트 검사, 침입 차단 시그니처에서 식별하는 기타 활동 등의 이벤트가 포함됩니
다.
트래픽 이벤트가 방화벽 규칙 기준과 일치할 때 통지를 받으려면 방화벽 활동에 대한 클라이언트 보안 이벤
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방화벽 활동에 대한 클라이언트 보안 이벤트를 구성하면 규칙 목록의 로그 열에 있는
이메일 알림 전송 옵션이 실행됩니다.

새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
벤트

새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새 보안 정의를 설치할 때 통지가 트리거되도록 지정합니다.
하나 이상 유형의 패키지를 지정해야 하지만 둘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킷 이벤트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의 경우 패킷 로그 항목이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장치 제어 이벤트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의 경우 장치 관리자 관련 이벤트가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장치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합니다.

Note: 이 서버 측 통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의 장치 제어에서 차단된
장치 로그를 선택해야 합니다.

트래픽 이벤트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의 경우 방화벽 규칙 위반이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이벤
트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 이벤트가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Note: 이 서버 측 통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의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
칙 조건에 대한 작업 탭에서 로그 실행 및 이메일 알림 전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버 작업 시스템 이벤트의 경우 서버 관련 이벤트가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에는 다음 이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버 시작 및 종료
• 새 클라이언트 설치 패키지 생성
• 가져오기 이벤트
• 데이터베이스 로그 제거
• 원격 클라이언트 설치 성공
• LiveUpdate 성공
•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 검색 완료
• 구성한 간격 내에서 체크인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제거
• Active Directory에서 조직 단위 가져오기

복제 실패 시스템 이벤트의 경우 복제 실패가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시스템 오류 시스템 이벤트의 경우 서버 오류가 이 통지를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에는 다음 이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버 시작 실패
• LiveUpdate 실패
• 원격 클라이언트 설치 실패
• 예약 리포트 실패
• 단독 실행 시스템 검색 실패

심각도 시스템 이벤트의 경우 이 통지를 실행해야 할 문제의 심각도 수준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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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지연 시간 이 통지에 사용할 지연 기간(분 또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일부 로그는 이벤트 집계에 지연 기간을 사용합니다. 이벤트는 지연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에 보관되어 있다
가 단일 이벤트로 집계된 다음 콘솔에 업로드됩니다. 지연 기간은 이벤트를 관리 가능한 수로 줄이는 데 도움
이 됩니다.
기본 지연 기간 설정은 자동입니다. 통지가 트리거되고 트리거 조건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구성한 통지 작
업이 60분 동안 다시 수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1시간 내에 5개 시스템을 감염시키면 통지를
받도록 구성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러한 속도 이상으로 시스템을 감염시키면
1시간마다 통지가 수신됩니다. 이러한 통지는 1시간에 5개 시스템이 감염되는 속도보다 낮아질 때까지 계속
됩니다.
네트워크 부하 알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전체 정의 요청의 경우 요청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서버에만 기
록되며 기본 지연 시간은 5시간입니다.
중요 이벤트 통지에 대해 지연 시간을 없음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통지에는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 새 위험 요소가 탐지됨 및
위험 요소 확산이 포함됩니다.
통신 설정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가 중요 이벤트를 즉시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옵션이 기본적으로 실행되
고 구성됩니다.

검사 유형 이 통지를 실행해야 할 검사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탐지된 새 위험 요소, 위험 요소 확산 및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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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작업 이 통지를 실행할 구성된 작업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탐지된 새 위험 요소, 위험 요소 확산 및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두
• 액세스 거부됨
자동 보호에서 파일이 생성되지 못하게 한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 잘못된 작업
교정 작업이 잘못된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여전히 시스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모든 작업 실패
위험 요소에 대해 구성된 1차 작업과 2차 작업을 모두 실행할 수 없는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여전히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 제거됨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한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 삭제로 제거됨
구성된 작업은 "제거"이지만 삭제 이외에 해당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파일이 삭제된 이벤트
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에 필요합니다.

• 매크로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나 삭제됨
삭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파일에서 매크로 바이러스가 제거된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 작업은
Symantec AntiVirus 8.x 이하 버전을 실행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이벤트에만 적용됩니다.

• 삭제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키와 같은 개체를
삭제한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 제외함
사용자가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에서 제외하도록 선택한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 수행 작업 없음
위험 요소에 대한 수행 작업이 없는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 작업은 처음으로 구성된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처음으로 구성된 작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구성된 작업이 수행 작업 없음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위험 요소가 시스템에 활성화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복구 없음
위험 요소가 탐지되었지만 이 위험 요소의 부작용에 사용할 수 있는 복구가 없는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 부분 복구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영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이벤
트를 지정합니다.

• 대기 중인 복구
사용자가 여전히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 교정을 완료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프로세스 종료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이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종료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할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 프로세스 종료, 재시작 대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재시작을 통해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할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 검역소에 보관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를 검역소에 보관한 이벤트를 지정합니
다.

• 의심
SONAR 검사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탐지했지만 조정하지 않은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위험 요소가 조정되지 않은 이유는 조정할 수 없거나 탐지를 기록만 하도록 구
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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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조건 인증 실패, 위험 요소 확산 및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 통지의 경우 통지를 트리거하기 위해 이 기간(분) 내에
발생해야 할 이벤트 수를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부하 알림: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전체 정의 요청의 경우 통지를 실행하기 위해 이 기간(분) 내에
발생해야 할 전체 정의에 대한 요청 수를 지정합니다.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 통지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인해 통지가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 오래된 정의로 될 때까지 경과해야 할 기간(일)
• 이 값보다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가 있어야 할 시스템 수
낮은 대역폭 정의가 오래됨의 경우 이 기간보다 정의가 오래되었음을 보고하는 시스템 수를 지정합니다.

오늘 관리 서버에 체크인
한 클라이언트만 포함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 통지의 경우, 오늘 자정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서버에 체크인한 클라이언트가 이 통지를
트리거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표에는 통지가 실행될 때 발생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작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404: 통지에 대한 작업 옵션

옵션 설명

통지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통지를 쓰도록 지정합니다.
배치 또는 실행 파일
실행

통지 시 배치 파일이나 실행 파일을 실행하도록 지정합니다.
텍스트 상자에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 전송

모든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통지를 보내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주소로 이메일
전송

이메일로 하나 이상의 주소로 통지를 보내도록 지정합니다.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는 쉼표나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제목 사용자 정의된 이메일 제목을 지정합니다.
리포트 유형 이메일 통지의 컨텐츠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 탐지된 새 위험 요소, 위험 요소 확산,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 등의 통지 조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작업이 배치 파일 또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 이 옵션이 무시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메일 통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리포트
통지를 실행한 작업을 요약하는 리포트

• 이벤트 목록
통지를 실행한 이벤트 목록

Note: 이 통지는 예약 리포트와는 다르며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달됩니다.

통지 조건
이 페이지에서는 통지를 보거나, 통지 조건을 추가하거나, 기존 조건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특정 보안 관
련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됩니다. 통지는 로그 항목이나 이메일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배치 파일이나 다른 실행 파일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통지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을(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 확산, 서
버 상태 및 Power Eraser 권장 통지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새 위험 요소가 탐지됨 또는 단일 위험 요소 이벤트와 같은
기타 미리 구성된 통지 유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통지를 편집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 유형 표시 옵션을 사용하여 표시를 필터링하십시오. 이 목록 상자에서 선택한 유형과 일치하는 통지 조건만 표시됩니
다. 모든 유형의 통지 조건을 표시하려면 모두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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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생성한 통지 조건 유형을 통지 유형 표시 목록 상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새 통지 조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새
통지 조건을 표시하려면 모두를 선택하거나 생성한 것과 같은 유형의 조건을 이 목록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글로벌 검사 옵션: 네트워크 드라이브 검사: 암호 변경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 검사를 위해 설정된 암호를 변경합니다. 기본 암호는 symantec입니다.

기타
WSC(Windows 보안 센터)는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Windows 보안 센터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오래되었거
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할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를 알립니다.

Windows XP SP3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만 모든 Windows 보안 센터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정
의가 오래되면 Windows 보안 센터 메시지 표시 옵션은 Windows Vista 및 Windows 7 이상에 대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보안 센터는 Windows 7/8에서 이름이 관리 센터로 변경되었으며 Windows 10에서는 보안 및 유지 관리로 변
경되었습니다.

Windows 보안 센터는 Windows 7/8에서 이름이 관리 센터로 변경되었으며 Windows 10에서는 보안 및 유지 관리로 변경되
었습니다.

Table 405: 기타 옵션

옵션 설명

Windows 보안 센터
실행 중지

Windows XP SP3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보안 센터를 실행 중지할 시점을 지정합니다.
• 안 함

Windows 보안 센터를 실행 중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 설정이 기본값입
니다.

• 한 번
Windows 보안 센터를 한 번만 실행 중지합니다. 사용자가 다시 실행하면 클라이언트는 이를 다시 실행 중지
하지 않습니다.

• 항상
Windows 보안 센터를 항상 실행 중지합니다. 사용자가 다시 실행하면 즉시 다시 실행 중지됩니다.

• 복원
이 실행 중지한 경우에만 Windows 보안 센터를 다시 실행합니다.

Note: Windows 보안 센터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시만텍 제품 상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Windows 보안 센터
내에 바이러스 차단 알
림 표시

Windows 보안 센터가 바이러스 차단 알림을 표시하는 시기를 지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실행

Windows 보안 센터가 알림 영역에 이러한 알림을 표시합니다.
• 실행 중지

Windows 보안 센터가 알림 영역에 이러한 알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기존 설정 사용

Windows 보안 센터가 기존 설정을 사용하여 알림을 표시합니다.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
되면 Windows 보안
센터 메시지 표시. x일
후 경고

Windows 보안 센터가 정의 파일을 오래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메시지를 표시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파일 정의가 오래된 것으로 간주할 날짜 수를 지정합니다.
값은 1~30 범위로 지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15분마다 이 옵션에 지정된 시간, 정의 날짜, 현재 날짜를 비교합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자동 업
데이트되므로 Windows 보안 센터에 만료 상태가 보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의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경
우 정확한 상태를 보기 위해 최대 15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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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Windows Defender
와 동시 사용

Windows Defender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모두 실행되어 있고 동일한 시스템에서 실행 중이면 자
동 보호 검사가 Windows Defender보다 나중에 실행됩니다. 자동 보호 기능은 Windows Defender가 놓친 위협
요소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Windows Defender가 실행 중지되어 있으면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동 보호가 지연 상태로 계속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14.3 RU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기반 쓰기 필터(FBWF)에 의해 보호되는 엔드포인트에서 자동 보호는 동시 사용 모드에서 실행할 수 없습
니다.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이 옵션을 무시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보호 보안 위험 요소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홈 페이지를 점유한 경우 홈 페이지로 사용할 시만텍 지원 서비스 웹 사
이트 또는 사용자 정의 URL을 가리키는 URL을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위험 요소를 복구할 때 이 URL을 사
용합니다.
URL은 오류가 발생한 클라이언트의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도 표시됩니다.

기타: 로그 처리
이 탭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로그와 관련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406: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로그 처리 옵션

옵션 설명

표시 표시하려는 이벤트의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중에서 선택한 다음 클라이언트에
서 관리 서버로 보낼 이벤트를 선택하십시오.
•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 이벤트
• 검사 및 감염 이벤트
• 바이러스 정의 이벤트
• 관리 및 구성 이벤트(Windows 전용)
• 시작 및 종료 이벤트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관리 서버에 특정 이벤트 유형(예: 검사 중지됨 또는 검사 시작됨)을 항상 전
송합니다. 다른 이벤트 유형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보다 오래된 로그 삭제 바이러스 차단 관련 이벤트를 로그에 보관할 일수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가 관리 콘솔에 전송하는 이벤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실제 로그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집계 기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관리 서버로 집계된 이벤트를 전송하기 전에 동일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이
벤트를 집계하는 기간(분)을 지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관리 가능한 이벤트 수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이벤트를 집계합니다. 이벤트가 최초로 발생하면 집계 기간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집계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동일한 이벤트가 집계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항상 다음 하트비트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벤트를
관리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집계 기간이 만료된 후 클라이언트가 다음 하트비트에서 집계된 이
벤트를 전송합니다. 집계 기간이 하트비트 간격보다 긴 경우 클라이언트는 둘 이상의 하트비트 간격을
기다렸다가 집계된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기타: 통지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되거나 손실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나타날 통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예약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중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오류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예
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버퍼 오버런 또는 압축 풀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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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탭에 표시되는 옵션은 클라이언트가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지 아니면 Ma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Table 407: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 통지 옵션

옵션 설명

정의가 오래된 경우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에서 경고가 표시되기 전 일 수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기간(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정의가 지정된 기간(일)
보다 오래되면 통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
경고 텍스트는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바이러스 정의 없이 실행
중인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바이러스 정의 없이
실행 중인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에서 경고가 표시되기 전 교정 시도 횟수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정의 업데이트 시도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실패 횟
수가 이 횟수에 도달하면 통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되는 경고 메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
경고 텍스트는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URL을 포함하는 오류 메시지 표시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시스템 로그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라이센싱, 설치, 바이러스 및 스
파이웨어 차단 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클라이언트 제어 모드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에 다음 유형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중
하나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만텍 기술 지원 자료 문서에 대한 URL 표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특정 오류에 대한 문서로 해당 사용자를
리디렉션하는 링크를 표시합니다. 문서가 없으면 사용자가 이
메일 메시지를 전송하여 온라인 기술 지원 또는 전화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해 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사용자 정의 URL 표시
사용자를 특정 오류로 안내하는 사용자 정의 URL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사용자 정의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시스템 로그에 나타나는 기본 오류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엽니다.

Table 408: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 통지 옵션

옵션 설명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되면 경고 표시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기간(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정의가 지정된 기간(일)
보다 오래되면 통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안 정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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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사용자 정의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시스템 로그에도
나타납니다.

Microsoft Outlook, 인터넷 이메일 또는 Lotus Notes를 위한 자동 보호: 작업
Microsoft Outlook, 인터넷 이메일 또는 Lotus Notes의 자동 보호 검사를 위한 작업 및 교정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NOTE

인터넷 이메일 및 Lotus Notes를 위한 자동 보호는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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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9: 작업 옵션

탐지 유형 작업 옵션

멀웨어 수행할 첫 번째 작업 및 첫 번째 작업이 실패하면 수행할 두 번째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멀웨어에 대해 구성된
작업 덮어쓰기 확인란을 눌러 작업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작업 설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요소 제거(기본 첫 번째 작업):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감염된 파일 정리를 시도합니다.
• 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관(기본 두 번째 작업): 감염된 파일을 탐지하는 즉시 감염된 시스템에 있는 검역소로 이동
을 시도합니다. 감염된 파일이 검역소로 이동한 후에는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할 수 없
습니다. 사용자는 먼저 파일에 대한 작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가 파일에서 바이러
스를 제거하고 파일을 원래 위치로 다시 이동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삭제: 파일의 삭제를 시도합니다. 이 옵션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백업 복사
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파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휴지통에서 이를 복구할 수 없습니
다.
자동 보호가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작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통지 대화 상자와 시스템 로그에 표시됩니다.

•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통지를 표시하고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자동 보호가 바이
러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동으로 제어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새로 생성된 또는 저장된 감염 파일을 자동
으로 삭제합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위험 요소 로그를 열고, 파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바이러스 제거, 영구 삭
제, 검역소로 이동 중 작업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위험 요소 로그 및 빠른 리포트
보안 위험 요소 멀웨어에 대해 구성된 작업 덮어쓰기 확인란을 눌러 작업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작업 설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다음의 보안 위험 요소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수행할 동일한 작업 구성.
• 보안 위험 요소 전체 카테고리에 동일한 작업 구성.
•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설정한 작업에 개별 보안 위험 요소 예외 항목 구성.
수행할 첫 번째 작업 및 첫 번째 작업이 실패하면 수행할 두 번째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관(기본 첫 번째 작업)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되거나 설치되면 감염된 파일을 감염된 시스템의 검역소로 이동시킵니다. 자동 보호는 위
험 요소의 모든 부작용을 제거하거나 복구합니다. 부작용에는 레지스트리 키 추가, 레지스트리 키 값 변경, .ini 또
는 .bat 파일 추가, 호스트 파일에 항목 추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층적 서비스 제공업체(LSP) 시스템 드라이버
의 오류나 루트킷에 대한 영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역소에 보관되었던 보안 위험 요소를 시스템의 원래 위치
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제거나 복구를 완료하려면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험 요소 삭제
보안 위험 요소 파일의 삭제를 시도합니다. 이 옵션은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백업 복사본으로 해당 파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영구적으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에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보안 위험 요소를 삭제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작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통지 대화 상자와 시스템 로그에 표시됩니다.

•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기본 두 번째 작업)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두며 탐지는 기록됩니다. 자동 보호가 보안 위험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동으로 제어하려
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새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보안 위험 요소 파
일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콘솔에 있는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기록된 위험 요소에 대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사용자는 해당 로그를 사용하여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대한 사용자 고유의 보안 위험 요소 예외 항목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예
외 항목을 잠글 수 있습니다.

Note: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보안 위험 요소가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 본인도 모르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만텍에서 해당 위험 요소를 차단해도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기본적으로 자
동 보호는 해당 위험 요소를 차단합니다. 자동 보호가 위험 요소를 차단할 때 시스템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자동
보호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자동 보호는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구성된 작업
을 수행합니다.  769



 

플로피 설정
플로피 검사의 추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410: 플로피 설정 옵션

옵션 설명

플로피 액세스 시 부트 바이러스 검사 자동 보호 검사는 드라이브에 처음 액세스할 때 부트 바이러스에
대해 플로피 드라이브에 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검사합니다.

부트 바이러스를 발견할 때 수행할 작업 자동 보호가 부트 바이러스를 탐지하면 부트 레코드에서 바이러스
를 제거할지 또는 그대로 둘지 선택하십시오.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을 선택하면 바이러스가 탐지되었을 때 알
림 메시지는 전송되지만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의 추가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411: 네트워크 설정 옵션

옵션 설명

자동 보호를 실행하는 원격 시스템의 파일 신뢰 네트워크 검사를 실행 중일 때 자동 보호가 중복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
합니다.
두 클라이언트에서 이 옵션을 실행하면 각 클라이언트는 상대의 자동 보호
설정이 자신의 설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각
클라이언트는 상대의 자동 보호 검사를 신뢰하고 파일을 재검사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A가 클라이언트 B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에 액세스하면 클라이언트 A의 자동 보호는 클라이언트 B의 자동 보호 설정
을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 B의 자동 보호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클라이언
트 A 자동 보호는 이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B의 자동 보호
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 A의 자동 보호가 이 파일을 검사합니다.
중복 검사를 허용하려면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중복 검사로 인해 클
라이언트 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Note: 이 기능은 읽기 액세스에만 적용됩니다. 클라이언트 A가 클라이언트
B에 쓰기 액세스를 요청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A의 자동 보호는 이 설정에
관계없이 파일을 검사합니다.

네트워크 캐시 자동 보호가 네트워크 서버에서 이미 검사한 파일 기록을 실행 또는 실행 중
지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 보호가 동일한 파일을 한 번 이상 검사하지 않으므
로 시스템 성능이 향상됩니다. 자동 보호가 검사하고 기억할 파일(항목) 수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캐시에서 제거하기 전까지의 제한 시간
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만료된 후에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서버에서 해당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 보호는 이 파일을 다시 검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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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보호: 고급
파일 시스템을 검사할 때 사용할 자동 보호 고급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412: 자동 보호 고급 옵션

옵션 설명

시작 및 종료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시작: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시작될 때 자동 보호를 로드
하고 시스템이 종료될 때 로드를 해제합니다. 이 옵션은 일부 바
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에
서 종료 시에 바이러스를 탐지하면 감염된 파일을 임시 검역소
폴더에 보관합니다. 자동 보호는 시스템을 시작할 때 바이러스
를 탐지하고 알림 통지를 생성합니다.

Note: 자동 보호 옵션을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해당 옵션의 실행
을 중지할 경우 각 시스템을 재시작할 때마다 단시간 동안 자동
보호 기능이 작동합니다. 기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동 보호가 실행 중지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시작: 클라이언트가 시작될
때 자동 보호를 로드합니다.

• 시스템 종료 시 플로피 검사: 시스템이 종료될 때 플로피를 검사
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합니다.

자동 보호 다시 로드 및 실행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보호를 중지했다가 다시 로드: 자동 보호를 즉시 중지했다
가 다시 로드합니다.

• 시스템이 재시작될 때까지 대기: 자동 보호를 중지했다가 시스
템이 재시작될 때 다시 로드합니다.

• 자동 보호 실행을 중지하는 경우: <number>분 후 자동으로 자
동 보호를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유효한 값 범위는
3~60입니다.
이 옵션은 가끔 자동 보호를 실행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
니다.

추가 옵션 파일 캐시 및 위험 요소 추적기에 대한 옵션 설정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인터넷 이메일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상세 내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능상
의 이유로 서버 운영 체제에서는 인터넷 이메일에 대한 자동 보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나 디렉터리의 제외 항목을 지정하려면 예외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자동 보호 유형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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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옵션 설명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실행 인터넷 이메일에 대한 자동 보호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파일 형식 모든 파일 형식을 검사하거나 선택한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
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파일 검사
유형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특정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니다.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이 있으면 프로그램과 문서용 확장자를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확장자 선택
특정 파일 확장자만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할 파일 확장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지정한 파일 확장자만 검사됩니다. 자동 보호는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Note: 검사에서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제외하려면 예외를 생성
하십시오. 예외는 실행하는 모든 검사에 적용됩니다.

압축 파일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여부와 포함할 단계를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하나의 파일이나 파일 그룹의 컨테이너로 사용되는 파일을 검
사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 압축 파일 내에 압축 파일이 있는 경우 확장할 단계 수
아카이브 파일(예, Files.zip)을 검사하는 경우 개별적인 아카이
브 파일까지도 검사합니다. 아카이브 파일에 압축 파일이 포함
되어 있으면 압축 파일의 검사 단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의 기본 설정은 3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압축 파일 형식에 대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
다.
• .ARJ*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한 .ARJ 아카이브
파일

• PKZip* 및 WinZip*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
한 .ZIP 파일

• Haruyasu Yoshizaki의 Lhar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압축
한 .LZH 파일

• 자동 압축 풀기 아카이브로 생성한 .EXE 파일
• 확장자가 없는 압축 파일

경고 메시지 삽입
자동 보호를 구성하여 경고 메시지를 감염된 이메일 메시지 본문에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메시지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 이 경고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 메시지는 감염된 첨부 파일을 이동하거나, 그대로 두거나,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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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감염된 이메일 메시지의 상단에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이메일 발
송인]이 전송한 첨부 파일에서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괄호 안의 필드는 수정하지 마십시오. 변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메시지 제목과 본문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Table 414: 경고 메시지 삽입 옵션

옵션 설명

원본 메시지의 제목 변경 이메일 제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
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목 이메일 메시지의 제목
기본값은 메시지 "[이메일 제목]"에서 보안 위험 요소 발견입니다.

메시지 본문 메시지 본문의 텍스트
기본값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이메일 발송인]이
보낸 첨부 파일에서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했습니다.입니다.

감염 정보 이메일 메시지에 표시되는 감염에 대한 정보
다음 정보는 각각의 감염된 파일을 나타냅니다.
• 첨부 파일(첨부 파일의 이름)
• 탐지된 보안 위험 요소(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 수행한 작업(예, 제거됨, 검역소로 이동됨, 삭제됨 또는 수행한
작업 없음)

• 파일 상태(감염됨 또는 감염 안 됨)

Table 415: 이메일 메시지 본문 필드

필드 설명

사용자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로그인 상태에 있던 사용자의 이름.
발견한 날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이메일 발송인 감염된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을 전송한 이메일 주소.
이메일 수신인 목록 감염된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이 전송된 주소의 목록.

Table 416: 감염 정보 필드

필드 설명

보안 위험 요소 이름 발견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수행한 작업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 이 작업은 구성된 첫 번째 작업

또는 두 번째 작업일 수 있습니다.
상태 파일의 상태: 감염됨, 감염 안 됨 또는 삭제됨.

이 메시지 변수는 기본값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표시하려면 이 변수를 메시지에 직접 추가
하십시오.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이름.
경로 및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전체 경로 및 이름.
시스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스템의 이름.
사용자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로그인 상태에 있던 사용자의 이름.
발견한 날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원본 첨부 파일 이름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가 포함된 첨부 파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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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저장소 이름 영향을 받는 응용 프로그램 영역(예: 파일 및 프로세스 자동 보호 또는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이메일 서버
감염된 메시지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려면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이메일 서버를 지정해야 합니다.

Table 417: 이메일 서버 옵션

옵션 정의

메일 서버 통지를 전송할 메일 서버의 이름
메일 포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메일 포트. 기본값은 25입니다.
사용자 이름 메일 서버에 액세스하고 메시지를 전송할 때 필요한 사용자 이름
암호 메일 서버에 필요한 암호
전환 경로 메일 서버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전환 경로 정보

일반적으로 전환 경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일 서버에서
전환 경로가 필요한 경우 메시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의 DNS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감염된 이메일 메시지의 발송인이나 수신인 목록에 전송되는 이메일 메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Table 418: 메시지 옵션

옵션 정의

제목 이메일 메시지의 제목 텍스트
기본값은 메시지 "[이메일 제목]"에서 보안 위험 요소 발견입니다.

메시지 본문 이메일 메시지의 본문 텍스트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사용자([이메일 발송인])가 [이메일 수신인 목록]으로 전송한 첨부
파일에서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사용자가 보낸 파일을
수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수
행하여 감염된 파일을 모두 제거한 후에 이 첨부 파일을 다시 보내
십시오.

감염 정보 이메일 메시지에 포함되는 감염 정보
다음과 같이 이메일에 포함할 감염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첨부 파일(첨부 파일의 이름)
• 탐지된 보안 위험 요소(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 수행한 작업(예: 제거됨 또는 수행 작업 없음)
• 파일 상태(감염됨 또는 감염 안 됨)

Table 419: 이메일 메시지 본문 필드

필드 설명

이메일 발송인 감염된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을 전송한 이메일 주소.
이메일 수신인 목록 감염된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이 전송된 주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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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0: 감염 정보 필드

필드 설명

보안 위험 요소 이름 발견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수행한 작업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 이 작업은 구성된 첫 번째 작업

또는 두 번째 작업일 수 있습니다.
상태 파일의 상태: 감염됨, 감염 안 됨 또는 삭제됨.

이 메시지 변수는 기본값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표시하려면 이 변수를 메시지에 직접 추가
하십시오.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이름.
경로 및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전체 경로 및 이름.
시스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스템의 이름.
사용자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로그인 상태에 있던 사용자의 이름.
발견한 날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원본 첨부 파일 이름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가 포함된 첨부 파일의 이름.
저장소 이름 영향을 받는 응용 프로그램 영역(예: 파일 및 프로세스 자동 보호 또는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전송: 다른 사용자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 감염에 대해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자동으로 통지 받을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보안 위험 요소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메시지를 목록에 있는 주소로 전송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추
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고급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인터넷 이메일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연결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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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고급 옵션

옵션 설명

연결 설정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신 메일 서버(POP3)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검사는 기본적으로 표준 POP3 이메
일 포트를 사용합니다. 다른 포트를 사용하도록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포트 설정을 변경하여 선택한 포트
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 발신 메일 서버(SMTP)
인터넷 이메일 자동 보호 검사는 기본적으로 표준 SMTP 이메
일 포트를 사용합니다. 다른 포트를 사용하도록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포트 설정을 변경하여 선택한 포트
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 기본값 사용
수신 메일 서버(POP3) 및 발신 메일 서버(SMTP) 포트 설정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암호화된 연결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러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된 POP3 연결 허용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하는 POP3 메시지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동 보호는 SSL(Secure
Sockets Layer)을 통해 POP3를 사용하는 이메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동 보호는 첨부 파일에 있는 바이러스와 보안 위험
요소로부터 시스템을 계속 보호합니다.

• 암호화된 SMTP 연결 허용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하는 SMTP 메시지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동 보호는 SSL(Secure
Sockets Layer)을 통해 SMTP를 사용하는 이메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동 보호는 첨부 파일에 있는 바이러스와 보안 위험
요소로부터 시스템을 계속 보호합니다.

Note: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전송되거나 수신된 메
시지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된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자동
보호가 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변경 사항은 사용자가 Windows에서
로그오프한 다음 다시 로그온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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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대량 메일 발송 웜에 대한 지능형 검사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러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웃바운드 웜에 대한 지능형 검사
발신 메시지에 의심스러운 동작이 있는지 검사하려면 이 옵션
을 사용합니다.

• 최초 작업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동작이 탐지될 때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
니다. 위협 요소를 검역소에 보관하고 위협 요소를 삭제하거나
탐지 사실을 로그에 기록하고 위협 요소에 대해 작업은 수행하
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작업 실패 시
탐지된 위협 요소에 대해 검사가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위협 요소를 삭제하거나 탐지
사실을 로그에 기록하고 위협 요소에 대한 작업은 수행하지 않
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첫 번째 작업을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으로 설정한 경우
이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Microsoft Exchange 이메일 클라이언트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상세 내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변경할 수 없도록 방지됩니다.

자동 보호 유형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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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옵션 설명

Enable Microsoft Outlook 자동 보호 Microsoft Exchange 이메일 클라이언트(Outlook)의 자동 보호 실행
또는 실행 중지

파일 형식 모든 파일 형식을 검사하거나 선택한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
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파일 검사
유형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특정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니다.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이 있으면 프로그램과 문서용 확장자를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자 선택
특정 파일 확장자만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할 파일 확장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 확장자만 검사됩니다. 자동 보호는 목록에 없는 확장
자를 가진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Note: 검사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제외하려면 예외를 생성하십시
오.

압축 파일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여부와 포함할 단계를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하나의 파일이나 파일 그룹의 컨테이너로 사용되는 파일을 검
사합니다.

• 압축 파일 내에 압축 파일이 있는 경우 확장할 단계 수.
아카이브 파일(예, Files.zip)을 검사하는 경우 개별적인 아카이
브 파일까지도 검사합니다. 아카이브 파일에 압축 파일이 포함
되어 있으면 압축 파일의 검사 단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의 기본 설정은 3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압축 파일 형식에 대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
다.
• .ARJ*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한 .ARJ 아카이브
파일.

• PKZip* 및 WinZip*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
한 .ZIP 파일.

• Haruyasu Yoshizaki의 Lhar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압축
한 .LZH 파일.

• 자동 압축 풀기 아카이브로 생성한 .EXE 파일
• 확장자가 없는 압축 파일

Lotus Notes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14.2 RU1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인 경우 Lotus Notes 이메일의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상세 내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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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3: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옵션 설명

Lotus Notes 자동 보호 실행 Lotus Notes 자동 보호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
파일 형식 모든 파일 형식을 검사하거나 선택한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

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파일 검사
유형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특정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니다.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이 있으면 프로그램과 문서용 확장자를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Note: 검사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제외하려면 예외를 생성하십
시오.

확장자 선택 특정 파일 확장자만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할 파일 확장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 확장자만 검사됩니다. 자동 보호는 목록에 없는 확장
자를 가진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Note: 검사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제외하려면 예외를 생성하십시
오.

압축 파일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여부와 포함할 단계를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하나의 파일이나 파일 그룹의 컨테이너로 사용되는 파일을 검
사합니다.

• 압축 파일 내에 압축 파일이 있는 경우 확장할 단계 수
아카이브 파일(예, Files.zip)을 검사하는 경우 개별적인 아카이
브 파일까지도 검사합니다. 아카이브 파일에 압축 파일이 포함
되어 있으면 압축 파일의 검사 단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의 기본 설정은 3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압축 파일 형식에 대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
다.
• .ARJ*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한 .ARJ 아카이브
파일

• PKZip* 및 WinZip*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
한 .ZIP 파일

• Haruyasu Yoshizaki의 Lhar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압축
한 .LZH 파일

• 자동 압축 풀기 아카이브로 생성한 .EXE 파일
• 확장자가 없는 압축 파일

오래된 바이러스 정의 경고
바이러스 정의가 오래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나타나는 기본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정의 없음 경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바이러스 정의가 없는 경우 나타나는 기본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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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정의 검사: 검사
검사 탭을 사용하여 정책에 예약 검사를 추가 또는 편집하거나 요청 시 검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검
사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수동 검사입니다.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구성 가능한 간격마다 예약 검사가 실행되도록 정의합니다. 관리자는 콘솔을 통해 클라이언
트에서 요청 시 검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검사 설정 세트를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요청 시 검사에서 편집을 눌러 관리자가 콘솔에서 검사를 활성화할 때 실행되는 검사 유형을 지정하십시오.

검사 및 실시간 보호 유형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예약 검사 설정

예약 검사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새 예약 검사를 생성하거나 검사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검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424: 새 검사 옵션

옵션 설명

새 예약 검사 생성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새 예약 검사 생성
이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새 검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해당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검
사 예약, 검사 작업, 통지 설정 및 기타 상세 내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검사 템플릿을 사용하여 예약
검사 생성

이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상세 내역
이 탭을 사용하여 Windows 시스템에서 이 검사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설명 및 검사 유형을 지정하고 고
급 검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ble 425: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옵션 설명

운영 체제 예약 검사에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Note: 검사 템플릿을 추가하는 경우 Windows 또는 Mac 운영 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
제를 변경하는 경우 도움말을 다시 눌러 관련 옵션에 대한 도움말을 가져오십시오.

검사 이름 검사에 사용할 이름을 지정합니다.
관리자 요청 시 검사의 경우 검사 이름은 관리자 요청 시 검사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명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검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관리자 요청 시 검사의 경우 설명은 기본 요청 시 검사 설명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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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검사 유형 실행할 검사 유형을 지정합니다.
관리자 요청 시 검사의 경우 검사 유형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검사의 경우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능동 검사
시스템 메모리와 시스템 상의 모든 일반적인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위치
를 매우 빠르게 검사합니다. 검사에는 메모리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 중요한 레지스트리
파일과 config.sys 및 windows.ini 같은 파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요한 일부 운영 체제 폴더도
포함됩니다.

• 전체 검사
부트 섹터와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를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검사
합니다. 이 검사는 모든 폴더 및 파일이 포함됩니다. 이 검사의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정의 검사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선택한 파일과 폴더를 검사합니다. 사용자 정의 검사에서
검사할 폴더 및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검사 유형과 관리자 요청 시 검사에 사용자 정의 검사가 선택되어 있으면 폴더 편집이 실행됩니다.
검사할 폴더 및 파일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검사 시간 및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하는 데 유용합니다.

Note: 능동 검사와 전체 검사의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일 형식 검사할 파일 형식을 지정합니다.
모든 파일을 검사하거나 특정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검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사 향상 옵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추가로 검사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은 사용자 지정 검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선택한 모든 파일, 파일 형식 또는 디렉터리와 함께 메모리를 검사합니다.

• 일반적인 감염 위치
선택한 모든 파일, 파일 형식 또는 디렉터리와 함께 일반적인 감염 위치를 검사합니다.

• 잘 알려진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위치
선택한 모든 파일, 파일 형식 또는 디렉터리와 함께 잘 알려진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위치
를 검사합니다.

고급 검사 옵션 압축 파일, 원격 저장소 이동, 성능에 대한 고급 검사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조회 실행 인사이트 조회는 클라우드의 최신 바이러스 정의와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파일을 평가합니

다. 평판 데이터는 시만텍이 파일의 잠재적인 악의성에 대해 수집한 정보입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인사이트 조회는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로 탐지되지 않는 파일을 탐지할 수 있
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에 의해 관리되는 14 이전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클라이언트 버전의 경우 인사이트 조회에서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에 구성된 탐지 수준
및 작업을 사용합니다. 14 클라이언트의 경우 인사이트 조회에서 내부 설정을 사용하여 검사 중에
탐지 수준 및 작업을 최적화합니다.

고급 검사 옵션: 압축 파일
이 탭을 사용하여 압축 파일 검사를 위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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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6: 압축 파일 검사를 위한 고급 검사 옵션

옵션 설명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이 옵션을 설정하면 Files.zip 같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압축된 개별 파일과 같은 컨테이너 내용까
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요청 시, 이메일 및 예약 검사 도중에 압축 파일을 검사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고 확장자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지정된 파일 확장자만 포함하는 경우 컨테이너
파일 확장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컨테이너 파일과 그 내용을
계속 검사합니다.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옵션을 실행 중지하거나 특정 컨테이너 파일 확장자에
대한 예외를 생성하여 검사에서 해당 파일을 검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처리 오버헤드로 인해 자동 보호는 Windows 시스템에서 압축 파일 안의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축 파일에서 압축을 풀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Note: 압축 파일에서 실행 중인 검사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검사를 중지하도록 선택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압축 파일 검사를 마친 후에 검사를 중지합니다.

압축 파일 내에 압축 파일이 있는
경우 확장할 단계 수

검사에서 지원해야 하는 중첩 단계의 수를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는 Windows 시스템에서 압축 파일의 중첩 단계를 최대 10단계까지 지원합니다. 기본
설정은 3단계입니다.

고급 검사 옵션: 저장소 마이그레이션
이 탭을 사용하여 HSM(Hierarchical Storage Management)과 오프라인 백업 시스템이 유지하는 파일에 대한 검사를 세밀
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HSM 시스템은 DVD-ROM, 테이프 쥬크박스 또는 SAN 저장소 등의 보조 저장소로 파일을 마이
그레이션합니다. 그러나 디스크에 원본 파일의 일부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능 및 디스크 공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스터브를 검사하는 경우.
• HSM 시스템이 원본 디스크로 파일을 되돌리는 경우.

NOTE

이들 옵션의 올바른 설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HSM 또는 백업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Table 427: 원격 저장소 이동 옵션

옵션 설명

오프라인 파일 생략 오프라인 비트가 설정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생략하도록 지정합니다.
Windows 탐색기에 있는 파일의 아이콘 위에 조그만 시계가 오프라인 비트의 설정을 나타냅니다. 파일이 오
프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및 분산된
(sparse) 파일 생략

오프라인 및 분산된(sparse) 파일을 생략하도록 지정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파일 일부가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파일의 분산된(sparse)
비트를 설정합니다. 일부 HSM 제품만 이 비트를 설정합니다. 분산된(sparse) 파일을 사용할 경우 파일의 일
부분(스터브)은 디스크에 남아 있고 파일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저장소로 이동됩니다. 이 설정이 기본값입니
다.

재파싱 지점에서 오프라
인 및 분산된(sparse) 파
일 생략

재파싱 지점에서 오프라인 및 분산된(sparse) 파일을 생략하도록 지정합니다.
일부 공급업체들은 재분석 지점을 사용합니다. 재분석 지점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적합한 장치 드라
이버를 사용하여 파일에 있는 재분석 지점을 관리합니다. 재분석 지점에서 파일의 한 부분은 그 나머지를 장
치 드라이버를 통해 액세스시키면서 디스크에 남아 있습니다.

오프라인 및 분산된
(sparse) 파일의 남은 부
분 검사

파일이 분산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남은 부분만 검사하도록 지정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파일의 남은 부분을 식별합니다. 그외 부분은 보조 저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공급업체가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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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파일 가져오기를 실행하
면서 모든 파일 검사(로컬
에 저장)

필요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보조 저장소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수행하면서 전
체 파일을 검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저장소의 크기가 로컬 볼륨 크기보다 크므로 이 설정으로 인해 로컬
볼륨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로컬 볼륨이 가득 차면 검사를 위해 열린 추가 파일의 검사가 실패할 수 있습니
다.

파일 가져오기 없이 모든
파일 검사(느림)

파일 가져오기 없이 모든 파일을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검사를 위해 파일을 보조 저장소에서 로컬 하드 드라이브로,
임시 파일 형태로 복사합니다. HSM 응용 프로그램은 보조 저장소에 원본 파일을 남겨 둡니다.
이 방법은 속도가 느리며 모든 HSM 공급업체에서 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검사를 위해 보조 저장
소에서 디스크로 복사되므로 자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감염된
컨텐츠를 탐지함에 따라 복구 또는 삭제가 보조 저장소로 반환될 때 프로세서와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일 가져오기 없이 최근
에 사용된 모든 파일 검사

파일 가져오기 없이 최근에 사용된 모든 파일을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최근에 마이그레이션되어 보다 빠른 보조 저장소에 있는 파일만 검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 가져오기 옵션 없이 모든 파일 검사에 수반되는 자원 요청 문제를 줄일 수 있습
니다.
보다 빠른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검사할 수 있으며 파일이 느린 디스크에 있는 경우 파일 가져오기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30 일간 액세스하지 않은 파일을 원격 디스크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
습니다. 60 일간 액세스하지 않은 파일은 DVD-ROM 또는 원격 SAN 저장소로 이동됩니다. 파일 가져오기를
실행하지 않은 파일 액세스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최근에 사용됨"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려면 기간(일) 및 액세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
다.

대리 권한을 사용하여 파
일 열기

대리 권한을 사용하여 파일을 열도록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가져오기 없이 파일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서 스터브를 검사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으나 파일 가져오기를
수행한 나머지 파일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선택된 기간(일) 내의 액
세스 유형

파일 가져오기 없이 최근에 사용된 모든 파일을 검사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옵션
은 "최근"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액세스 유형(액세스된, 수정된 또는 생성된) 및 기간(일)을 지정합니
다.

고급 검사 옵션: 조정 옵션
이 탭을 사용하여 슬라이더 이동으로 성능 우선 순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Table 428: 성능 옵션 최적화

옵션 설명

최고 검사 성능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검사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검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검사 중 다른 응용 프로그램 실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4개 이상의 CPU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성능 검사 성능과 다른 응용 프로그램 성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검사 성능 및 검사를 실행하는 동안 실행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 성능 사이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최고 응용 프로그램 성능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검사를 수행하는 데 오래 걸리지만 검사를 실행하는 동안 시스템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검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만 검사가 실행됩니다.
새 정의를 받으면 실행되도록 능동 검사를 구성할 경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사용 중이면 최대 15
분까지 검사가 지연됩니다.

예약 검사: 예약
검사 시간을 설정하고, 임의 시간에 검사가 시작되도록 설정하고, 검사가 누락될 경우의 재시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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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주 또는 매월 검사를 실행할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실제로 실행되는 정확한 시간은 검사의 마지막 실
행 시간, 검사 시간이 무작위로 선택되는지 여부 및 누락된 검사에 대한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NOTE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재시도 간격과 검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제한 및 임의 시간의 검사
는 Mac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Mac 클라이언트는 예약 검사를 놓치더라도 검사를 다시 시도하
지 않습니다.

Table 429: 예약 옵션

옵션 설명

검사 예약 검사 빈도를 지정합니다.
• 매일을 지정하면 매일 검사를 실행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실행되는 실
제 시간은 마지막 실행 시간과 검사 기간 및 누락된 예약 검사 설정을 기준으로 결정됩
니다.

• 매주를 지정하면 매주 검사를 실행할 시간과 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실행
되는 실제 시간은 마지막 실행 시간과 검사 기간 및 누락된 예약 검사 설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매월을 지정하면 매월 검사를 실행할 시간과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실행
되는 실제 시간은 마지막 실행 시간과 검사 기간 및 누락된 예약 검사 설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검사 기간 또는 누락된 예약 검사 설정으로 인해 마지막 검사가 다른 시간에 실행된 경우
에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구성된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매주 일요일 자정에 실행되며 재시도 간격을 1일로 구성한 주간 검사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시스템이 검사를 누락하고 월요일 오전 6시에 시작되면 검사는 오전 6시에 실행됩
니다. 이 경우 다음 검사는 다음 일요일 자정이 아니라 월요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오전 6시
에 수행됩니다.
화요일 오전 6시까지 시스템을 시작하지 않으면 재시도 간격을 2일 초과하게 되므로 시스
템이 검사를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다음 일요일 자정에 검사를 실행하려고 시
도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검사를 임의 시간에 시작하면 검사의 마지막 실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검사 기간 Windows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됩니다.
검사 실행 기간을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완료될 때까지 검사
이 설정은 대부분의 경우 검사 성능 최적화를 위해 권장됩니다.

• 최대 n시간 동안 검사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 이 설정을 통해 검사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
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약된 다음 시기에 검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임의 검
사의 경우 지정된 간격 내의 임의 시기에 검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오후 8:00시에 시작하도록 구성하고 기간을 최대 4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임의 검사가 아니라면 오후 8:00시에 검사가 시작되거나 다시 시작됩니다. 임의
검사의 경우 오후 8:00시에서 자정 내에 임의로 선택된 시간(분)에 검사가 시작되거나
다시 시작됩니다.

검사 시간을 제한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이 기간 내 임의 시간에 검사 시작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가상 시스템을 검사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임의 시간에 검사하도록 설정
하면 여러 검사가 동시에 시작하거나 호스트 시스템의 리소스 사용량이 높아지는 것을 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빈도를 매일로 설정하면 최대 검사 기간은 23시간입니다. 빈도를 매주로 설정하면 최대 검
사 기간은 167시간입니다. 빈도를 매월로 설정하면 최대 검사 기간은 671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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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누락된 예약 검사 Windows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됨
예약한 대로 시작되지 않은 검사를 재시도할 시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꺼져 있거나 대기 또는 절전 모드에 있어 검사가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스
템이 시작되거나 대기 또는 절전 모드에서 해제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검사가 시작되거나 재시도 간격이 만료될 때까지 검사를 재시도합니다. 재시도 간격이 이
미 만료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검사를 건너뛰고 예약된 다음 검사를
기다립니다.
검사 전 대기 시간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누락된 검사를 재시도할 수 있
는 간격을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지정합니다.
빈도를 매일로 설정하면 최대 재시도 간격은 72시간입니다. 빈도를 매주로 설정하면 최대
재시도 간격은 7일입니다. 빈도를 매월로 설정하면 최대 재시도 간격은 11일입니다. 기본
값은 최대값과 동일합니다. 단, 매주 검사는 예외적으로 기본값이 3일입니다.

관리자 정의 검사: 고급
이 탭을 사용하여 예약 검사, 시작 검사 및 트리거된 검사에 대한 옵션과 이러한 검사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430: 예약 검사 고급 옵션

옵션 설명

예약 검사 예약 검사에 대해 지정된 옵션.
배터리에서 실행 중일 때 예약 검사
연기

시스템이 배터리로 실행 중일 때 예약 검사를 연기하도록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시스템이 배터리로
실행 중일 때도 예약 검사를 예약한 시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작성자가 로그온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의 실행을
허용

검사 작성자가 로그온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를 예약한 시간에 실행하도록 지정합니
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는 항상 예약된 시간에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관리자가 정의된
예약 검사를 사용하지 않는 관리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여 검사를 생성한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 정의 예약 검사가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경우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
다.

Note: 이 옵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검사 시작 시 사용자가 로그오프하면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가 표
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통해 이 인스턴스에서의 검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옵션을 실행할 경우 검사 진행률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로그온한 사용자가 없는 경우 검사 도중 사용자가 로그온해도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가 나타나
지 않습니다.

• 첫 번째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 다른 사용자가 정의한 예약 검사 도중에는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첫 번째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 이 사용자가 정의한 예약 검사 도중에는 검사 진행률 대화 상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용자가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를 표시하도록 검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에는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로그온한 사용자가 없을 때 관리자 정의 예약 검사가 실행되는 경우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온하면 검사 진행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해당 검사를 실행할 때 로그온하지 않은 사용자가 검사 결과를 보려면 검사 로그를 확인해야 합니
다.

사용자 로그인 탐지에 대한 통지 표
시

검사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을 때 사용자 로그온하면 통지를 표시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
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통지를 표시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이 조용히 실
행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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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시작 검사 및 트리거된 검사 고급 옵션

옵션 설명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시작 검사가
실행되도록 허용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시작 검사가 실행되도록 허용합니다.
이 옵션은 모든 시작 검사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시작 검사
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시작 검사 수정 허용 사용자가 시작 검사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사용자가 로그온한 경우 시작 검
사 실행 매개 변수가 실행될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정의를 받으면 능동 검사 실행 새 정의를 받으면 능동 검사를 시작하여 새 정의로 탐지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능동 검사는 새 정의가 도착하면 실행됩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클라이언트 시
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 성능이 약화됩니다. 이 옵션은 자동으로 시작된 이 검사와 충돌하는 특
정 구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능동 검사에 대한 조정 옵션을 최고 응용 프로그램 성능으로 설정하면 시스템이 유휴 상태가 아닌
경우 능동 검사 시작이 최대 15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Table 432: 검사 진행률 옵션

옵션 설명

검사 진행률 옵션 선택 검사 실행 시 사용자 시스템에 표시되는 항목을 지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검사 진행률 표시 안 함
• 검사 진행률 표시
• 위험 요소가 탐지된 경우 검사 진행률 표시
• 중간 또는 그보다 높은 영향의 위험 요소가 탐지된 경우 검사 진행률 표시
사용자가 검사 진행률을 보도록 허용할 경우 클라이언트 UI의 기본 페이지에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
다.
• 검사가 실행되면 검사 중 메시지 링크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 링크를 눌러 검사 진행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예약된 검사를 재예약하기 위한 링크도 표시됩니다.
완료 후에 검사 진행 창을 닫음 검사 완료 시 검사 진행률 창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지정합니다.

검사 진행률 표시 또는 위험 요소가 탐지된 경우 검사 진행률 표시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사를 중지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검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 진행률 표시 또는 위험 요소가 탐지된 경우 검사 진행률 표시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사를 일시 중지 또는 유
휴 상태로 설정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검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유휴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진행률 표시 또는 위험 요소가 탐지된 경우 검사 진행률 표시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실행되어 있으면 일
시 중지 옵션을 눌러 일시 중지 및 유휴 상태 설정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검사 일시 중지 옵션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검사 중단 및 지연과 관련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사를 일시 중지하면 검사 결
과 대화 상자가 계속 열려 있게 됩니다. 시스템이 종료된 경우 일시 중지된 검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검사
를 일시 중지하면 검사 결과 대화 상자가 닫히고, 유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표시되어 검사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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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3: 검사 일시 중지 옵션

옵션 설명

검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시간
제한

관리자가 정의한 예약 검사를 사용자가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실행되어 있는 경우 검사를 일시 중지할 시
간(분)을 지정하십시오.

검사 일시 중지 시간(분) 사용자가 이 검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시간(분) 지정
이 옵션은 검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시간 제한 옵션이 실행되어 있으면 실행됩니다. 기본값은 60
분이고 범위는 3 ~ 180분입니다.

최대 유휴 설정 횟수 사용자가 이 검사를 지연할 수 있는 시간(분) 지정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3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1회에서 8회까지입니다.

사용자가 3시간 동안 검사를 유휴
상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사용자가 검사를 3시간 동안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검사를 한 시간 동안 지연하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검역소: 정리
이 옵션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복구, 백업 및 검역소에 보관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일 기간, 폴더
크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준으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제한을 모두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보다 오
래된 모든 파일이 먼저 삭제됩니다. 폴더의 크기가 여전히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폴더의 크기가 제한 이하가 될 때까지 오래
된 파일 순서로 삭제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Table 434: 정리 옵션

옵션 설명

<복구 파일 | 백업 파일 | 복구할 수 없는 검역소에 보관 파일> 자동
삭제 실행

복구될 수 없는 모든 파일의 자동 삭제를 실행합니다.

다음 기간 이후부터 삭제 파일을 보관할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최대값은 30일입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을 삭제하여 폴더 크기를 다음으로 제한: N(MB) 폴더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50MB입니다.

Mac 클라이언트 검사의 일반 설정
일반 설정을 사용하여 예약 검사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요청 시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able 435: Mac 클라이언트 검사의 일반 설정

옵션 설명

압축 파일 검사 관리자 정의 검사에 압축된 파일을 포함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압축 파일과 압축 파일 안의 파일이 검사에
포함됩니다.

검사 유휴 상태 허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가 검사 시작 전에 검사를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진행
중인 검사를 사용자가 유휴 상태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Note: 이 옵션을 실행한 경우 Mac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검사를 지연하는 최대 횟수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
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 취소 허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가 검사를 취소하도록 허용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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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작업 검사 중 위험 요소가 탐지될 때 수행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지정하십시오.
•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
위험 요소가 발견된 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감염된 파일을 복구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옵션
을 선택하지 않으면 복구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로 자동 이동합니다.

Warning!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을 선택하더라도
감염된 파일이 검역소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Warning!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파일을 복구하지 않으면 파일이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를 선택하고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감염된
파일이 삭제됩니다.

알림 검사가 알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옵션 중 선택하십시오.
• 감염된 파일이 발견된 경우에만 표시
검사가 감염된 파일을 발견한 경우에만 알림이 표시됩니다.

• 예약 검사가 완료된 경우 표시
예약 검사가 완료될 때 알림을 표시합니다.

Mac 자동 보호 및 SONAR: 검사 상세 내역
자동 보호 작업, 자동 보호가 검사하는 파일, Mac 클라이언트에 외부 디스크나 장치를 연결할 때 자동 보호 작동 방법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자동 보호 설정 잠금 옆에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
설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자동 보호 설정을 잠그면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WARNING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을 선택하더라도 감염된 파일
이 검역소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파일을 복구하지 않으면 파일이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감염
된 파일 자동 복구를 선택하고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감염된 파일이 삭제됩
니다.

Table 436: Mac 클라이언트의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설명

자동 보호 설정 잠금 이 아이콘을 눌러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 설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자동 보호 실행 Mac 클라이언트의 자동 보호 검사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 감염된 파일이 발견될 때 자동 보호가 파일을 자동으로 복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
관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로 보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 검사 자동 보호 검사에 압축 파일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과 압축 파일 안의 파
일이 검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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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마운트된 디스크 검사 상세 내역 디스크 또는 장치의 파일이 열리거나 복사되는 경우 자동 보호가 마운트된 디스크 또는 장치를 검
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크만 검사하거나 다른 모든 디스크 및 장치를 검사하거나 둘 다 검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크 옵션에는 소프트웨어 CD 또는 DVD가 포함됩니다. 다른 모든 디스크 또는
장치 옵션에는 마운트된 디스크 이미지와 오디오 또는 비디오 CD 또는 DVD가 포함됩니다.
기존 클라이언트 설정은 12.1.4 클라이언트 이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 의심스러운 동작을 보이는 신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탐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
습니다.
이 옵션은 버전 14.3 RU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클라이언트 설정: 마운트된 디스크 검사 상세 내역(Mac 전용)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디스크 또는 장치를 마운트할 때 검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이러한 옵션은 12.1.4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able 437: 마운트된 디스크 검사 옵션

옵션 설명

마운트된 디스크 검사 마운트된 디스크 또는 장치의 자동 보호 검사를 실행합니다.
마운트된 디스크 검사 중 진행률 표시 자동 보호가 마운트된 디스크나 장치를 검사할 때 검사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스크 또는 장치 검사: 자동 보호가 검사하는 마운트된 디스크 또는 장치의 유형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운트된 디스크 또는 장치나 음악 또는 비디오
디스크, iPod 플레이어, 데이터 디스크 또는 다른 모든 디스크에 대
해서만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te: 다른 모든 디스크 옵션에는 마운트된 디스크 이미지가 포함
됩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 시 검사 상세 내역
요청 시 검사에서 검사할 드라이브 및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될 때 수행할 작업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의 검사 유형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만 다양한 검사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Mac 클라이언트는 항상 사용자 정의 검사를 실행합니다. Mac 클라이언트와 Windows 클라이언트가 포함
된 그룹에 능동 검사 명령을 실행하면 Windows 클라이언트가 활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Mac 클라이언트
는 사용자 정의 검사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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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8: 요청 시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설명

드라이브 및 폴더 검
사

하드 드라이브 또는 이동식 드라이브 중 하나만 검사하도록 지정하거나 둘 다 검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
사할 폴더와 압축 파일의 검사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검사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될 때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
위험 요소가 발견된 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감염된 파일을 복구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옵션
을 선택하지 않으면 복구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로 자동 이동합니다.

Warning!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을 선택하더라도
감염된 파일이 검역소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Warning!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파일을 복구하지 않으면 파일이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감염된 파일 자동 복구를 선택하고 복구할 수 없는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감염된
파일이 삭제됩니다.

Mac 글로벌 검사 옵션
이 정책 옵션을 사용하여 자동 보호, 예약 검사 및 수동 검사가 검사하는 파일 또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는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ble 439: 일반 검사 상세 내역

글로벌 검사 옵션 설명

모두 검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를 검사합니다.
다음 폴더만 검사 자동 보호, 예약 검사 및 수동 검사가 검사하는 파일 또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폴더를 제외한 모든 위치 검
사

Ma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예외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여 지정된 파일
또는 폴더를 자동 보호 검사, 예약 검사 및 수동 검사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예외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Note: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의 예외 생성

다음 폴더만 검사 및 지정한 폴더를 제외한 모든 위치 검사의 경로를 정의할 때 기호 링크(symlink)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var은 /private/var을 나타내는 기호 링크입니다. /var을 사용하여 경로를 정의하면 검사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private/var/로 파일 경로를 정의해야 합니다.

Mac 글로벌 검사 옵션: 검사할 파일 및 폴더
Mac 클라이언트의 자동 보호 검사 및 예약 검사에 포함할 파일 및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의 폴더 경로는 슬래시(/)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백슬래시(\)는 Windows 경로에 사용됩니
다.

포함 목록에 파일 또는 폴더를 추가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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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0: 검사할 폴더

폴더 옵션 설명

접두사 변수 클라이언트의 일반 최상위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접두사 변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HOME
현재 로그온한 사용자의 홈 폴더입니다. 홈 폴더 경로는 일반적으로 /Users/username입니다. 여기서
username 부분은 로그온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일치합니다.

• APPLICATION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폴더인 /Applications입니다.

• LIBRARY
공통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폴더인 /Library입니다.

파일 또는 폴더 접두사 변수 안에 파일 또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두사 변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파일 경로를 입
력하십시오.
이 필드에 기호 링크(symlink)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var은 /private/var을 나타내는 기
호 링크입니다. /var을 사용하여 경로를 정의하면 검사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private/var/로 파일 경로
를 정의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보호: 다운로드 인사이트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고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잠재적으로 악성 파일을 탐지하는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파일에 대한 판단을 때릴 때 사용할 추가 기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오탐지 항목의 비율을 제어하십시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91



 

Table 441: 다운로드 인사이트 설정

옵션 설명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파일 평판에 따
라 다운로드된 파일의 잠재적 위험 요
소를 탐지하도록 실행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또는 텍스트 메시지 전송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려고 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 파일 또는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파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에는 자동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동 보호가 실행 중지되고 다운로드 인사이트
가 실행된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상태 상세 내
역에 다운로드 인사이트 오작동이 나타납니다.

악성 파일 탐지 수준 지정 악성 파일의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 수준을 설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탐지 횟
수와 오탐지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Note: 다운로드 보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수준 1로
실행됩니다. 정책에서 설정한 수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탐지 수준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파일의 평판에 대한 증거에 따라 다운로드된 파일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
는지 확인합니다. 시만텍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판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인사이트에 제공합니다. 슬라이더는 악성이 될 가능성 높음부터 악성이 될 가능성 낮음까지 다양
한 평판을 보여 줍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파일을 악성 또는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평판 수준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탐지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으로 탐지하는 파일이 많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파일이 적어집니다. 탐지 수준이 높으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오탐지 항목
을 더 많이 반환합니다. 평판이 가장 좋은 파일만 허용됩니다.
탐지 수준이 낮으면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으로 탐지하는 파일이 적어지고, 오탐지로 반환하
는 항목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파일이 많아집니다.

Note: 각 수준의 설명을 보려면 슬라이더를 이동하십시오. 각 설명은 해당 수준에서 파일이 허용
또는 차단되는 방법과 잠재적인 오탐지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 파일 및 검증되지 않은 파일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설정하려면 작업
탭을 사용하십시오.

Symantec Community에서의 사용
에 따라 악성 파일을 탐지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의 평판이 구성된 탐지 수준 설정보다 높은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설
정합니다.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파일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악성으로 탐지됩
니다.
추가 요구 사항은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Symantec Community에서의 파일 사용을 고려하도록 합
니다. 사용자 수가 적은 파일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Symantec Community에
출현한 파일도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사용자 수: x명 이하
파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최대 수를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운로드된 파일 중 지정된
사용자 수보다 적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일을 탐지합니다.

• 파일이 사용자에게 알려진 일 수: x일 이하
파일이 Symantec Community에 알려진 후 경과한 최대 일 수를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운로드된 파일 중 시만텍에 알려진 후 경과한 일 수가 지정된 일 수보다 적은 모든 파일을
탐지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랜섬웨어 공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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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자동
으로 신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 보호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신뢰하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Windows 제어판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
트 및 신뢰할 수 있는 로컬 인트라넷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중 한
곳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허용합니다.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다른 보호 기능이 파일을 탐지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신뢰를 실행 중지했다 다시 실행
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와 4시간마다 인터넷 옵션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웹 도메인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명시적으로 구성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만 인식합니다. 와일드 카드가 허
용되지만 라우팅 가능하지 않은 IP 주소 범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인사이
트는 10.*.*.*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또한 인터넷
옵션 > 보안 >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검색 옵션이 검색한 사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Note: 다운로드 인사이트를 실행 중지하고 이 옵션이 회색으로 표시되더라도 검사에서는 이 옵
션이 실행된 것처럼 계속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다운로드 보호: 작업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 파일 탐지 항목 및 검증되지 않은 파일 탐지 항목에 대응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탐지
수준 슬라이더를 조정하면 다운로드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 파일인지 검증되지 않은 파일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파
일 평판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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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2: 다운로드 인사이트 작업

옵션 설명

악성 파일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악성으로 판단한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을 구성합니다. 수행할 첫 번
째 작업 및 첫 번째 작업이 실패하면 수행할 두 번째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업 실패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최초 작업에 대한 현재 선택 항목에 따라 다릅
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다음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관
해당 파일을 탐지하는 즉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검역소로 이동을 시도합니다.
통지가 실행된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시스템에 통지를 표시합니
다. 사용자는 검역소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파일은 "사용자 허용"으로 간주
됩니다.
파일이 검역소로 이동되면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 위험 요소 삭제
파일의 삭제를 시도합니다. 파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휴지통에서 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는 탐지에 대한 통지를 표시하지만 사용자는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작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통지 창과 시스템
로그에 표시됩니다.

•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기록)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고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탐지 항목을 처리
하는 방법을 수동으로 제어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위험 요소 로그에 있는 탐지 항목에 대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일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탐지한 경우 수행할 작업을 구성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일에 대한 작업은 악성 파일의 경우와 같습니다(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
관, 위험 요소 삭제,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단,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2개 더 있
습니다.
• 메시지 표시
사용자에게 다운로드된 파일을 허용 또는 차단할지를 묻습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허용
하면 해당 파일은 "사용자 허용"으로 간주됩니다.

• 무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파일을 허용합니다.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통지를 표
시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보호: 통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 인사이트 탐지에 대한 통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탐지된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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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3: 통지 옵션

옵션 설명

감염된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 다운로드 보호에서 탐지 항목을 발견할 때 감염된 시스템에서 통지
메시지 표시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파일을 허용할 경우 표시되는 기본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검사 옵션
모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에 적용되는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444: 글로벌 검사 옵션

옵션 설명

Insight 실행 Insight는 검사에서 디지털 시그니처가 있는 파일과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을 건너뛸 수 있도
록 허용합니다. Insight가 평판 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일을 건너뛸 때 사용할 신뢰 수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Trusted 및 Community Trusted를 선택하는 경우 검사
에서 더 많은 파일을 건너뛰므로 덜 안전합니다. Symantec Trusted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검사에서 더 적은 파일을 건너뛰므로 더 안전합니다.
검사에서 파일을 건너뛰면 검사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의심스러운 동작이 있는 파일을 검사하기 위
해 Bloodhound 탐지 실행

Bloodhound는 알려지지 않은 다량의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해 파일의 논리 지역을 격리
하고 위치를 찾아내어 바이러스와 유사한 활동에 대해 프로그램 논리를 분석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탐지 수준을 다음 옵션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이 설정이 기본값입니다. Bloodhound는 고급 지능형을 사용하여 탐지합니다. 클라이
언트에서 탐지 제출이 실행된 경우 몇 가지 실험적인 지능형 기능도 사용합니다.

• 통합
자동 Bloodhound 탐지의 탐지 수준을 높입니다. 이 수준을 선택하면 오탐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옵션은 고급 사용자에게만 권장됩니다.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검사하기 전에
암호 요청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검사할 때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할지의 여부
를 지정합니다.
기본 암호는 symantec입니다. 암호를 변경하려면 암호 변경을 누르고 암호를 설정하십시
오.
암호는 MD5 및 SHA-256 해싱으로 저장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2 클
라이언트는 SHA-256 해싱을 사용합니다. MD5는 이전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됩니다.

사용자 로그온 탐지 및 교정에 대한 통지 표
시

사용자 로그온 시 자동 보호와 예약된 검사 탐지 및 교정에 대한 통지가 표시됩니다.

폴더 편집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모든 파일을 검사하는 대신 검사할 특정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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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5: 폴더 옵션

옵션 설명

모든 폴더와 드라이브 검사 검사할 모든 폴더를 지정
선택한 폴더 검사 선택한 모든 폴더를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절대 폴더 경로가 아닌 Windows 폴더를 선택해야 합

니다. 보안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이러한 폴더에 대해 다른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
다.

파일 확장자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하도록 검사를 구성할 때 목록에 새 확장자를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확장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
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모든 확장자를 검사합니다.

예약 검사 및 요청 시 검사에서는 사용자가 검사하도록 선택한 확장자에 관계없이 .zip과 같은 컨테이너 파일 확장자를 항상
검사합니다. 고급 검사 옵션 대화 상자에서 압축 파일 내의 파일 검사 옵션을 실행 중지하여 컨테이너 파일 확장자 검사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Table 446: 파일 확장자 옵션

옵션 설명

기본값 사용 확장자 목록을 기본 상태로 되돌립니다.
사용자가 추가한 확장자는 제거되며 사용자가 제거한 기본 확장자
는 추가됩니다.

공용 프로그램 추가 공용 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확장자를 선택합니다.
공용 문서 추가 공용 문서를 위한 모든 확장자를 선택합니다.

Table 447: 검사를 권장하는 파일 확장자

파일 확장자 설명

CHM HTML로 컴파일된 Microsoft Windows 도움말 파일
386 드라이버
ACM 드라이버, 오디오 압축 관리자
ACV 드라이버, 오디오 압축/압축 풀기 관리자
ADT ADT 파일,팩스
AX AX 파일
BAT 배치
BTM 배치
BIN 이진
CLA Java 클래스
CMD 명령 파일
COM 실행 파일
CPL Microsoft Windows용 애플릿 제어판
CSC 코렐 스크립트(Corel Script)
CSH UNIX 셸 스크립트
DLL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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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확장자 설명

DOC Microsoft Word
DOT Microsoft Word
DRV 드라이버
EXE 실행 파일
HLP 도움말 파일
HTA HTML 응용 프로그램
HTM HTML
HTML HTML
HTT HTML
INF 설치 스크립트
INI 초기화 파일
JPEG 그래픽 파일
JPG 그래픽 파일
JS JavaScript
JSE 인코딩된 자바 스크립트
JTD Ichitaro
MDB Microsoft Access
MP? Microsoft Project
MSO Microsoft Office 2000
OBD Microsoft Office 바인더
OBT Microsoft Office 바인더
OCX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연결하거나 포함하는 Microsoft 개체
OV? 오버레이
PDF Adobe PDF(Portable Document Format)
PIF 프로그램 정보 파일
PL PERL 프로그램 소스 코드(UNIX)
PM 프레젠테이션 관리자 비트맵 그래픽
POT Microsoft PowerPoint
PPT Microsoft PowerPoint
PPS Microsoft PowerPoint
RTF 서식 있는 텍스트(RTF) 문서
SCR 팩스, 화면 보호기, 스냅샷, Faxview/Microsoft Windows용 스크립트
SH 셸 스크립트(UNIX)
SHB Corel Show Background 파일
SHS 셸 스크랩 파일
SMM Lotus AmiPro
SYS 장치 드라이버
VBE VESA BIOS(핵심 기능)
VBS VBScript
VSD Microsoft Office Vi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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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확장자 설명

VSS Microsoft Office Visio
VST Microsoft Office Visio
VXD 가상 장치 드라이버
WSF Windows 스크립트 파일
WSH Windows 스크립트 호스트 설정 파일
XL? Microsoft Excel
XL?? Microsoft Excel
ACCD? Microsoft Office Access
DOC? Microsoft Office Word
DOT? Microsoft Office Word
PP? Microsoft Office PowerPoint
PP?? Microsoft Office PowerPoint

위험 요소 추적기
위험 요소 추적기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공유 기반 바이러스 감염 항목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NOTE

위험 요소 추적기 실행 옆에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 추적
기 설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설정을 잠그면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험 요소 추적기는 공격 IP 주소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IP 주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옵션은 방화벽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Table 448: 위험 요소 추적기 옵션

옵션 설명

위험 요소 추적기 실행 위험 요소 추적기 실행 또는 실행 중지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 추적기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자동 보호가 감염을 감지하면 감염이 로컬 또는 원격으로 발생했는
지를 확인합니다.

발생지 시스템 IP 주소 확인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
언트가 시스템의 NetBIOS 이름만 검색하여 기록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알려진 NetBIOS 이름의 IP 주소를 얻기
위해 시도합니다.
원격지 시스템에서 감염이 발생된 경우 위험 요소 추적기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NetBIOS 시스템 이름 및 IP 주소를 조회하여 기록합
니다.

• 전달 시점에 시스템에 로그온한 사용자를 조회하여 기록합니
다.

• 이 정보를 위험 요소 속성 대화 상자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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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네트워크 세션 폴링 간격: <숫자>밀리초 네트워크 세션 폴링 실행 또는 실행 중지
값이 낮을수록 조회하는 CPU와 메모리 양이 많아집니다. 값이 낮
을수록 위협 요소가 네트워크 공유를 종료하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세션 정보를 기록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시스템 오버헤드는 감소하지만 위험 요소 추적기가
감염 원인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소합니다.
위험 요소 추적기는 지정된 간격으로 네트워크 세션을 조회한 다음
원격 시스템 보조 원본 목록으로 이 정보를 캐시합니다. 이 정보는
위험 요소 추적기가 감염된 원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 추적기가 네트워
크 세션을 기록하기 전에 위험 요소가 네트워크 공유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 요소 추적기는 보조 원본 목록을 사용하여
원격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 고급 옵션 대화 상자
에서 이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추적기 정보는 위험 요소 속성 대화 상자에 표시되며 감염된 파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 요소 항목에 대해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호스트 활동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험 요소 추적기에서 로컬 호스트를 발생지
로 표시합니다.

위험 요소 추적기는 다음 조건 하에서 발생지를 알 수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 원격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파일 공유에 인증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시스템을 참조하는 경우. 한 사용자 ID가 여러 네트워크 세션에 연결된 경우 이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시스템이 동일한 서버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파일 공유 서버에 로그
온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로컬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여러 원격 시스템의 전체 목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HKEY_LOCAL_MACHINE\Software\Symantec\Symantec Endpoint Protection\AV\ProductControl\Debug 문자열 값을
“THREATTRACER X”로 설정합니다. THREATTRACER 값은 디버그 출력을 실행하고 X는 위험 요소 추적기의 디버그 출력
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L을 추가하여 vpdebug.log 파일에 기록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디버그 창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려면 XW를 추가하십시오.

이 기능을 실험해 보려면 다음 URL에서 사용 가능한 테스트 바이러스 파일인 Eicar.com을 사용하십시오.

www.eicar.org

파일 캐시
파일 시스템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파일 캐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 기능은 파일 캐시를 사용하여 마지막
검사 당시의 깨끗한 파일을 기억합니다. 파일 캐시는 다음에 시스템을 시작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종
료하고 재시작하면 자동 보호 기능이 깨끗한 파일을 기억하고 이러한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동 보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파일을 다시 검사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새로운 정의를 다운로드한 경우.
• 자동 보호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 변경되었을 수 있는 파일을 탐지하는 경우.

자동 보호에서 항상 모든 파일을 검사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파일 캐시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캐시가 실행 중지
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OTE

파일 캐시 실행 옆에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 캐시 설정을 잠그
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설정을 잠그면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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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9: 파일 캐시 옵션

옵션 설명

파일 캐시 실행 파일 캐시 실행 또는 실행 중지
파일 캐싱은 자동 보호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자동 보호 검사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
행 중지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재시작할 경우 자동 보호가 모든
파일을 다시 검사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 캐시 옵션을 잠그거
나 잠금 해제합니다.

기본 파일 캐시 크기 사용 11.0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파일 캐시를 실행할 때 기본 파일 캐시 크기를 사용합니다.
기본 파일 캐시 크기는 일반적인 파일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지고
동적으로 결정됩니다.
12.1 클라이언트는 캐시 크기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캐시 크기 사용 11.0 클라이언트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크기가 아닌 파일 캐시 항목의 지정된 수를 사용
포함할 사용자 정의 파일 캐시 항목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많은 수의 파일을 캐시하는 파일 서버나 웹 서버에 유용합
니다.
12.1 클라이언트는 캐시 크기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새 정의가 로드될 때 캐시 재검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새 정의를 수신하면 자동 보호를 사용하여
캐시를 다시 검사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검사 상세 내역 탭을 사용하여 파일 및 프로세스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검사 및 드라이브 유형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나 폴더의 검사 제외 항목을 지정하려면 예외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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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0: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옵션 설명

자동 보호 실행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보호가 실행됩니다.
자동 보호를 실행 중지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호 기능이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실행된 경우에도 다운로드 인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습니
다.

• SONAR가 지능형 위협 요소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변경 또는 호
스트 파일 변경에 대한 SONAR 탐지는 계속 작동합니다.

검사 모든 파일 형식을 검사하거나 선택한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파일 검사
유형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특정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니다.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이
있으면 프로그램과 문서용 확장자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기본값으
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파일 내용을 검토하여 파일 형식 확인
실행 코드 및 모든 .exe와 .doc 파일을 포함하는 구성 가능한 특정 파일 확장자
그룹을 검사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는 각 파일의 헤
더를 읽어서 파일 형식을 인식합니다. .exe와 .doc 파일의 파일 확장자가 바이러
스로 인해 변경되었더라도 .exe와 .doc 파일을 모두 검사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
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 확장자 선택
특정 파일 확장자만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할 파일 확장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 확
장자만 검사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Note: 검사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제외하려면 예외를 생성하십시오.
• 보안 위험 요소 검사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및
Linux 클라이언트에서는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자동 보호 검사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 요소 탐지 항목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보안 위험 요소의 자동 보호 검사를 일시적으로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는 대시 예외 정책에 예외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
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예약된 검사 및 요청 시 검사가 위험 요소를 계속 탐지
합니다.

Note: 이 옵션은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
자동 검사 기타 고급 옵션을 트리거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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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설정은 원격 시스템 파일 검사를 위한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
네트워크 드라이브 검사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
면 클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파일이 실행될 때만
기본적으로 자동 보호는 파일이 실행될 때만 원격 시스템의 파일을 검사합니다.
원격 시스템의 모든 파일을 검사하기 위해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지만 클
라이언트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검사를 실행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나 서버에서 다른
서버의 파일에 액세스할 때 자동 보호에서 파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네트
워크 검사가 실행 중이면 자동 보호도 실행하여 자동 보호의 원격 버전을 신뢰하
고 네트워크 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가 특정 작업을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파일을 감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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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1: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 상세 내역

그룹 또는 옵션 설명

파일 검사 시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이 액세스 또는 수정될 때 검사
기록, 열기, 이동, 복사 또는 실행할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좀 더 완전한 파일 시스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은 모든 유형의 파일 작업을 수행
하는 동안 자동 보호로 파일을 검사하므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이 수정될 때 검사
기록, 수정 또는 복사할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자동 보호가 파일이 기록, 수정 또는 복사될 때만 파일을 검사하므로 좀 더 빠른 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을 사
용하십시오.

• 파일이 백업될 때 검사
다른 프로세스에서 백업 동안 파일에 기록하려 시도하는 경우 백업 동안 파일을 검사합니다. 백업 프로세스는 백
업 동안 파일을 읽기만 하므로 백업 프로세스 자체가 검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자동 보호는 백업 동안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이 설정과 관계
없이 백업에서 복원한 파일을 검사합니다.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파일에 액세스하는 경우 파일 검사 안 함
Windows 검색 인덱서 및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기타 프로세스가 액세스한 파일
을 건너뜁니다.
파일을 건너뛸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어하려면 사용자 정의 목록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 목록 실행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파일에 액세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검사 안 함을 실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프로세스로 간주할 프로세스를 지정하려면 프로세스 목록 사용자 정의를 사용하십시오. 경로
없이 프로세스의 파일 이름만 입력하십시오. 검사 시 이 목록에 포함된 프로세스뿐 아니라 시만텍에서 신뢰하는
프로세스가 액세스하는 파일을 건너뜁니다.

플로피 설정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피 설정에서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 플로피 액세스 시 부트 바이러스 검사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가 액세스될 때 부트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부트 바이러스를 발견할 때 수행할 작업
부트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 부트 레코드에서 삭제할지 또는 기록하고 그대로 유지할지를 설정합니다. 수행 작
업 없음(로그만 기록)을 선택하면 바이러스가 탐지되었을 때 알림 메시지는 전송되지만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습
니다. 시스템 사용자가 바이러스 제거 및 처리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기타 옵션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생성된 감염 파일 항상 삭제
위험 요소 유형에 대해 구성된 작업에 관계없이 감염된 새 파일을 삭제하려면 이 옵션을 실행하십시오. 이 설정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기존 파일의 자동 보호 탐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보호는 구성된 작업이 삭제인 경우
이외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미 있는 감염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생성된 감염 보안 위험 요소 항상 삭제
이 옵션은 새로 생성된 감염 파일 항상 삭제를 실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유형에 대해 구성
된 작업에 관계없이, 보안 위험 요소가 포함된 새로 생성된 파일을 삭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설정은
보안 위험 요소가 포함된 기존 파일의 자동 보호 탐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보호는 구성된 작업이 삭제인
경우 이외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미 있는 보안 위험 요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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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일반
이 탭을 사용하여 Windows 클라이언트의 로컬 검역소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452: 검역소 옵션

옵션 설명

새 바이러스 정의를 받은 경우 시스템에 새 바이러스 및 보안 위험 요소 정의가 전송되었을 때 수행하는 작업을 지정
• 검역소의 파일에 대해 자동으로 복구 및 복원 수행
새 정의에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에 대한 복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해당 파일을 복구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파일
을 이전 위치로 복원합니다.

• 검역소의 파일에 대해 복구만 자동 수행
새 정의에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에 대한 복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해당 파일을
복구하지만 이전 파일 위치로 복원하지는 않습니다.

• 알림 메시지 표시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의 복구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수행 작업 없음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로컬 검역소 옵션 파일을 검역소에 보관할 폴더 위치 지정
기본 폴더를 선택하거나 사용할 다른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확장 매개 변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COMMON_APPDATA%
• 개별 사용자가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일반
적인 경로는 C:\ProgramData입니다.

• %PROGRAM_FILES%
프로그램 파일 폴더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C:\Program Files입니다. 64비트 시스템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64비트 시스템 위치와 32비트 시스템 위치를 따로 사용합
니다. 32비트 시스템 위치는 C:\ Program Files (x86)입니다.

• %PROGRAM_FILES_COMMON%
응용 프로그램 간에서 공유되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C:
\Program Files\Common Files입니다. 64비트 시스템에서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서 64비트 시스템 위치와 32비트 시스템 위치를 따로 사용합니다. 32비트 시스템 위치는 C:
\Program Files (x86)\Common Files입니다.

• %COMMON_PROGRAMS%
모든 사용자의 시작 메뉴에 표시되는 공통 프로그램 그룹을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일반적인 경
로는 C:\ProgramData\Microsoft\Windows\Start Menu\Programs입니다.

• %COMMON_STARTUP%
모든 사용자의 시작 폴더에 표시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C:
\ProgramData\Microsoft\Windows\Start Menu\Programs\Startup입니다.

• %COMMON_DESKTOPDIRECTORY%
모든 사용자의 바탕 화면에 표시되는 파일 및 폴더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C:
\Users\Public\Desktop입니다.

• %COMMON_DOCUMENTS%
모든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C:\Users
\Public\Documents입니다.

• %SYSTEM%
Windows 시스템 폴더입니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C:\Windows\System32입니다.

• %WINDOWS%
Windows 폴더입니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C:\Window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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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 클라이언트가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자동으로 검역소 서버에 제출하도록 허용(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됨):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검역소에 보관된 항목을 자동으로 환경의 기존 중앙 검역소 서버로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 샘플 중앙 저장소를 공격적인(레드팀) 이벤트 조사와
같은 내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 서버에 대한 다음 매개 변수를 구성하십시오.
• Server name/Port
검역소 서버에 구성된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및 포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는 33입니다.

• 재시도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600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Note: 버전 14에는 검역소 서버와 검역소 콘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의 설치 디스
크에서 이러한 도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약 검사 상세 내역
예약 검사에서 검사할 드라이브 및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Mac 클라이언트의 검사 유형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만 다양한 검사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Mac 클라이언트는 항상 사용자 정의 검사를 실행합니다. Mac 클라이언트와 Windows 클라이언트가 포함
된 그룹에 능동 검사 명령을 실행하면 Windows 클라이언트가 활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Mac 클라이언트
는 사용자 정의 검사를 실행합니다.

Table 453: 예약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설명

검사 이름 이 검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검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검사 이름은 128자로 제한됩니다.
설명 검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255자로 제한됩니다.
드라이브 및 폴더 검
사

하드 드라이브 또는 이동식 드라이브 중 하나만 검사하도록 지정하거나 둘 다 검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
사할 폴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ote: 홈 폴더의 예약 검사 시간에 사용자가 로그온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유휴 시간 검사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정의 검사: 통지
이 탭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되었을 때 감염된 시스템에 나타날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지 메시지는 macOS(또는 Mac OS X) 알림 센터에 나타납니다. 알림 센터의 문자 제한 때문에
Mac에서는 이 메시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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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4: 통지 옵션

옵션 설명

감염된 시스템에 통지 메시지 표시 감염된 시스템에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메시지에 나타나는 정보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검사 템플릿으로 복사본 저장 다음 메시지를 위해 메시지 복사본을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Note: 이 옵션은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약 검사를 추가하는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455: 통지 메시지 필드

레이블 필드 설명

검사 유형 작성자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를 탐지한 요청 시 검사, 예약 검사 등의 검사 유형.
이벤트 이벤트 "위험 요소 발견"과 같은 이벤트 유형.
탐지된 보안 위
험 요소

보안 위험 요소 이름 발견된 바이러스 또는 보안 위험 요소의 이름.

파일 경로 및 파일 이름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에 감염된 파일의 전체 경로 및 이름.
위치 위치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있는 시스템의 드라이브.
시스템 시스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스템의 이름.
사용자 사용자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로그인 상태에 있던 사용자의 이름.
수행한 작업 수행한 작업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 이 작업은

구성된 첫 번째 작업 또는 두 번째 작업일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짜 발견한 날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상태 상태 바이러스나 보안 위험 요소가 발견된 날짜.

이 메시지 변수는 기본값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표시하려면 이 변수를
메시지에 직접 추가하십시오.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 옵션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Microsoft ELAM 드라이버와 통합되어 시스템을 시작할 때 타사 드라이버가 초기화
되기 전에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이 설정은 Microsoft
Windows 8 및 Windows Server 2012에서 지원됩니다.

 806



 

Table 456: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옵션

옵션 설명

시만텍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ELAM(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를 실행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할 경우 Windows ELAM 드라이버가 실행되는 경우에만 설정이 적용됩니다.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드라이버가
탐지된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Windows에서 드라이버 로드를 허용하도록 탐지를 알 수 없음으로 기록
이 로그만 옵션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멀웨어 차단 조기 시작 드라이버가 불량 또는
불량 중요 드라이버를 Windows에 알 수 없는 드라이버로 보고하도록 구성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탐지 항목을 불량 또는 불량 중요 드라이버로 기록한 다음 Windows가
해당 정책에서 알 수 없는 드라이버에 대한 작업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Windows는 알 수
없는 드라이버를 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드라이버를 차단하는 오탐지가 발생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탐지에 대해 기본 Windows 작업 사용
Windows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여 Windows ELAM 설정을 보고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Windows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작업
관리자 정의 검사 및 자동 보호에 대한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4.3 RU1부터는 Linux 클라이언트에 대한 탐지 작업 구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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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7: 작업 옵션

탐지 유형 작업 옵션

멀웨어 수행할 첫 번째 작업 및 첫 번째 작업이 실패하면 수행할 두 번째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기본적으로 자동 보호에서는 여기서 지정한 작업 옵션과 관계없이 새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감염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작업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요소 제거(기본 첫 번째 작업):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합니다. 이 작업은 트로이
목마나 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관(기본 두 번째 작업): 감염된 파일을 탐지하는 즉시 감염된 시스템에 있는 검
역소로 이동을 시도합니다. 감염된 파일이 검역소로 이동한 후에는 해당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
자가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검역소의 파일에 대한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가 파일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파일을 원래 위치로 다시 이동하도
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삭제: 파일의 삭제를 시도합니다. 이 옵션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감염되지 않은 깨끗
한 백업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파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작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통지 창과 시스템 로그에 표시됩
니다.

•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통지를 표시하고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로
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로그를 열고, 파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제거(바이러스인 경우에만), 영
구 삭제, 검역소로 이동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사용자도 위험 요소 로그에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로그 및 빠른 리포트

보안 위험 요소 작업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Note: 기본적으로 자동 보호에서는 여기서 지정한 작업 옵션과 관계없이 새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보안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보안 위험 요소 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수행할 동일한 작업 구성.
• 보안 위험 요소 전체 카테고리에 동일한 작업 구성.
•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설정한 작업에 개별 보안 위험 요소 예외 항목 구성.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구
성한 작업 덮어쓰기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수행할 첫 번째 작업 및 첫 번째 작업이 실패하면 수행할 두 번째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요소 검역소에 보관(기본 첫 번째 작업): 보안 위험 요소가 탐지되거나 설치되면 감염된 파일을
감염된 시스템의 검역소로 이동시킵니다. 클라이언트는 위험 요소의 모든 부작용을 제거하거나 복구
합니다. 부작용에는 레지스트리 키 추가, 레지스트리 키 값 변경, .ini 또는 .bat 파일 추가, 호스트 파일
에 항목 추가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드라이버의 오류나 루트킷에 대한 영향도 부작용에 포함됩니다.
검역소에 보관된 보안 위험 요소 항목을 시스템에서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제거나 복구를
완료하려면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험 요소 삭제(기본적인 두 번째 작업): 보안 위험 요소 파일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 옵션은 깨끗한
백업 복사본으로 해당 파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삭제된 파일은 영구적으로 복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보안 위험 요소를 삭제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작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통지 창과 시스템 로그에 표시됩
니다.

• 수행 작업 없음(로그만):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두며 탐지는 기록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안 위험 요소
를 처리하는 방식을 수동으로 제어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새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보안
위험 요소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콘솔에 있는 위험 요소 로그를 사용하여 기록된 위험 요소에 대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
언트 시스템 사용자는 해당 로그를 사용하여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를 잠그면 사용자가 검사를 위해 본인만의 보안 위험 요소 예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Note: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보안 위험 요소가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 본인도 모르
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만텍에서 해당 위험 요소를 차단해도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해당 위험 요소를 차단합니다. 차단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이 불안정
해지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는 보안 위
험 요소에 대해 구성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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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검사 편집: 검사 상세 내역
예약 검사를 위한 폴더 및 파일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Linux 클라이언트의 검사 유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만 다양한 검사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Linux 클라이언트는 항상 사용자 정의 검사를 실행합니다. Linux 클라이언트와 Windows 클라이언트가 포함
된 그룹에 능동 검사 명령을 실행하면 Windows 클라이언트가 능동 검사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Linux 클라이언트
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검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Table 458: 예약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설명

검사 이름 검사에 사용할 이름을 지정합니다.
관리자 요청 시 검사의 경우 검사 이름은 관리자 요청 시 검사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명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검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관리자 요청 시 검사의 경우 설명은 기본 요청 시 검사 설명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폴더 유형 검사를 실행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검사 시간 및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하는 데 유용합니다.

파일 형식 검사할 파일 형식을 지정합니다.
모든 파일을 검사하거나 특정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검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 내 파일을 검사해
야 하는지 여부 지정

압축 파일의 검사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 파일의 검사 단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옵션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검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위험 검사는 검사 속도를 느리게 하지만 보
안을 높입니다. 기본값은 보안 위험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Linux 자동 보호: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
특정 작업에 대해 검사하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 파일에서 실행
되는 검사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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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9: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 상세 내역

그룹 또는 옵션 설명

파일 검사 시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이 액세스 또는 수정될 때 검사
기록, 열기, 이동, 복사 또는 실행할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좀 더 완전한 파일 시스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은 모든 유형의 파일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동 보호로 파일을 검사하므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이 수정될 때 검사
기록, 수정 또는 복사할 때 파일을 검사합니다.
자동 보호가 파일이 기록, 수정 또는 복사될 때만 파일을 검사하므로 좀 더 빠른 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압축 파일 검사 압축 파일의 검사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 파일의 검사 단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Linux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검사 상세 내역 탭을 사용하여 파일 및 프로세스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검사 및 드라이브 유형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정책을 사용하여 확장자 또는 폴더에 대한 검사 제외를 지정하십시오.

Table 460: 자동 보호 검사 상세 내역 옵션

옵션 설명

자동 보호 실행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보호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보호가 실행됩니다.
이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모든 파일 형식을 검사하거나 선택한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파일 검사
유형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 선택한 확장자만 검사
특정 확장자가 있는 파일만 검사합니다.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이 있으면 프로그램과
문서용 확장자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확장자 선택
특정 파일 확장자만 검사하도록 지정합니다.
검사할 파일 확장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 확장자만 검사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목록에 없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Note: 검사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제외하려면 예외를 생성하십시오.
이동식 미디어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 보안 위험 요소 검사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고급 검사 및 모니터링
자동 검사 기타 고급 옵션을 트리거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810



 

옵션 설명

네트워크 설정 •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
네트워크 드라이브 검사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클라이언트 시스
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Linux 자동 보호: 고급
파일 시스템 자동 보호 검사에 대한 파일 캐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 기능은 파일 캐시를 사용하여 마지막
검사 당시의 깨끗한 파일을 기억합니다. 파일 캐시는 다음에 시스템을 시작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종
료하고 재시작하면 자동 보호 기능이 깨끗한 파일을 기억하고 이러한 파일을 다시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동 보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파일을 다시 검사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새로운 정의를 다운로드한 경우.
• 자동 보호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 변경되었을 수 있는 파일을 탐지하는 경우.

자동 보호에서 항상 모든 파일을 검사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파일 캐시를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캐시가 실행 중지
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OTE

파일 캐시 실행 옆에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 캐시 설정을 잠그
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설정을 잠그면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461: 파일 캐시 옵션

옵션 설명

파일 캐시 실행 파일 캐시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 캐시 옵션을 잠그거
나 잠금 해제합니다.
파일 캐시는 자동 보호의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켜 문제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보호는 16바이트 항목을 캐시 색인에
추가하며, 자동 보호가 파일의 변경 사항을 탐지할 때까지 유지됩
니다.

기본 파일 캐시 크기 사용 파일 캐시를 실행할 때 기본 파일 캐시 크기를 사용합니다.
기본 파일 캐시 크기는 일반적인 파일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
다. 기본 캐시 크기는 Linux 시스템 메모리 기반의 동적 값입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캐시 크기 사용 기본 크기가 아닌 파일 캐시 항목의 지정된 수를 사용합니다.
포함할 사용자 정의 파일 캐시 항목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많은 수의 파일을 캐시하는 파일 서버나 웹 서버에 유용합
니다.

사용자 정의 프로세스 목록
검사에서 파일을 생략하도록 이 목록에서 프로세스 이름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프로세스
만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시만텍이 이미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프로세스에 추가로 사용됩니다. 경로 이름 없이
프로세스 이름만 추가합니다(예: foo.exe).

SONAR: SONAR
SONAR가 특정한 탐지 유형을 처리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면 오탐지 항목 수를 줄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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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은 사용하는 바이러스 차단 및 스파이웨어 차단 정책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균형 잡힌 정책, 고급 보안 정책 또
는 고성능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462: SONAR 설정

옵션 그룹 옵션 설명

SONAR SONAR 실행 SONAR를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Note: SONAR를 실행하면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 실행이 실행되며 실행 중지할 수 없습니
다.

높은 위험 탐지
낮은 위험 탐지

지능형 위협 요소에 대한 SONAR 탐지 작업을 구성합니다. 지능형 위협 요소는 악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높은 위험) 또는 악성이 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낮은 위험)으로 분류됩
니다.
낮은 위험 탐지의 경우 모든 작업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ONAR는 악성일 가
능성이 가장 높은 응용 프로그램만 탐지합니다.
다음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검역소에 보관
탐지된 파일을 감염된 시스템의 로컬 검역소로 이동하거나 이동하려고 시도합니다.

• 로그
탐지를 무시하고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제거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시스템에서 삭제합니다. 이 작업은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의 필요한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행 중지됨
낮은 위험 탐지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SONAR가 낮은 위험 위협
요소를 탐지하지 않습니다.

통합 모드 실행 낮은 위험 탐지 항목의 한계값을 낮춥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SONAR가 낮은 위험 탐지 항목에 민감해지지만 오탐지 비율이 더 높
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 상세 내역

탐지 항목이 있을 경우 SONAR가 탐지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를 구성합니다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통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탐지 시 알림 표시
• 프로세스 종료 전에 메시지 표시
• 서비스 중지 전에 메시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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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그룹 옵션 설명

시스템 변경 이
벤트

DNS 변경이 탐지됨
호스트 파일 변경이 탐지
됨

DNS 변경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이 탐지되면 SONAR가 수행하는 작업을 구성합니다.

Note: 프로세스가 호스트 파일 열기 또는 액세스를 시도하는 경우 SONAR는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면 SONAR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DNS 또는 호스트 파일 변경 설정을 지정해도 응용 프로그램은 SONAR가 수행하는 탐지
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SONAR는 의심스러운 동작을 나타내는 응용 프로그램을 항상
탐지합니다.
구성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시
탐지를 무시합니다. 이 작업이 기본 작업입니다. 무시 이외의 모든 작업은 실행 시 콘
솔에 많은 로그 이벤트가 생성되며 관리자에게 이메일 통지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표시
사용자에게 변경을 허용할지 또는 차단할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작업 실
행 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많은 통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단
변경을 차단합니다.

Note: 작업을 차단으로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차
단될 수 있습니다.

Note: 예를 들어 DNS 변경이 탐지됨에 대한 작업을 차단으로 설정하면 VPN 클라이언
트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파일 변경이 탐지됨에 대한 작업을 차단으로 설정하
면 호스트 파일에 액세스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로그
변경을 허용하지만 이벤트에 대한 로그 항목을 생성합니다. 이 작업 실행 시 용량이 큰
로그 파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 실
행

의심스러운 동작을 보이는 신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탐지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
합니다.
SONAR가 실행된 경우 이 옵션이 실행되며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동작
탐지

높은 위험 탐지
낮은 위험 탐지

신뢰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의심스러운 동작을 수행할 때 SONAR가 수행하는 작업을 구성
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을 생성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드라
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시
탐지를 무시합니다.

• 메시지 표시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 또는 차단할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차단
변경을 차단합니다.

• 로그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하지만 이벤트에 대한 로그 항목을 생성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원격 시스템의 파일 검사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SONAR 검사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SONAR는 네트워
크 드라이브를 감염시키는 Sality 같은 웜을 찾습니다. Sality는 Microsoft Windows 시스템
에서 파일을 감염시키는 멀웨어이며 이동식 드라이브 및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전파됩니
다.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대상인 파일 작업을 검사해야 할 경우 이 옵션을 실행하십시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하면 클라이언트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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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장치 제어
group name에 대한 group name
시스템 잠금은 특정 그룹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
그램이란 승인된 목록에 없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허용 모드(허용 목록 모드)에서는 이 목록의 응용 프로그
램만 허용됩니다. 거부 모드(차단 목록 모드)에서는 이 목록의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되고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응용 프로그
램이 허용됩니다. 허용 모드 또는 거부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463: 시스템 잠금 옵션

옵션 정의

시스템 잠금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잠금 실행 중지
시스템 잠금을 실행 중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만 기록
시스템 잠금을 실행하기 전에 이 옵션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허용 모드에
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각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됩니다.
거부 모드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열된 각 응용 프로그램이 기
록됩니다.

• 시스템 잠금 실행
허용 모드에서는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합니다. 거부
모드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열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파일 목록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허용 모드 실행
이 옵션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러한 모드를 표시하도록 구성한 경우에만 나
타납니다. 허용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은 파일 핑거프린트 및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지정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합니다. 시스템 잠금은 목록에 없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합니다.
14.3 MP1 이하에서 이 옵션은 허용 목록 모드 실행에 해당합니다.

• 거부 모드 실행
이 옵션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이러한 모드를 표시하도록 구성한 경우에만 나
타납니다. 거부 모드에서 시스템 잠금은 파일 핑거프린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지정한 모든 응
용 프로그램을 차단합니다. 시스템 잠금은 목록에 없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합니다.
14.3 MP1 이하에서 이 옵션은 차단 목록 모드 실행에 해당합니다.

•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는 승인된 파일 핑거프린트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관리하려면 추가 및 제거 버
튼을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때, 응용 프로그램을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에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기록하려면 제거 전 테스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이 허용
되지만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기록됩니다. 제어 로그를 검토한 후 제거를 눌러 사용하지 않
을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을 제거하십시오.

• 파일 이름
승인된 파일 목록. 이 목록을 관리하려면 추가 및 제거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가져오기 옵션을 사용하
면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하는 대신 응용 프로그램 이름의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
니다.
파일을 승인되지 않은 파일로 기록하려면 제거 전 테스트를 선택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서 실행이 허용되지만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기록됩니다. 제어 로그를 검토한
후 제거를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차단할 파일을 제거합니다.

 814



 

옵션 정의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된 경
우 사용자에게 통지하십시
오.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경우 시스템 잠금이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사용하여 시스템 잠금이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할 경우 사용자에게 표시할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생
성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통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은 운영 체제에 의해 제한됩니다. 통지 텍스트
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추가된 텍스트를 120자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
램 보기

시스템 잠금을 실행할 경우 차단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기본 허용 모드에서 이 목
록에는 지정된 파일 핑거프린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이 표시됩니다.
거부 모드의 경우 이 목록에는 지정된 파일 핑거프린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나타나는 응용 프로그
램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을 살펴보고 시스템 잠금 구성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응용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잠금을 테스트 모드에서 실행하거나, 구성의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또는 개별 파일 핑거프린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잠금을 테스트할 때는 시스템 잠금으로 차단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차단되지 않습
니다. 대신 응용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기록되므로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파일 핑
거프린트, 응용 프로그램 이름 목록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유지 또는 제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며칠이나 일 주일 동안 실행한 후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재설정을 누르
면 테스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및 폴더 정의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비교할 파일 및 비교하는 데 사용할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464: 파일 정의 옵션

옵션 설명

객체 비교할 이름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환경 변수, 와일드카드 및 레
지스트리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 일치 사용(* 및 ?가 지원됨) 파일 이름에 와일드카드가 사용된 경우 파일 이름을 비교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정규 표현식 일치 사용 파일 이름에 정규식이 사용된 경우 파일 이름을 비교합니다.
다음 드라이브 유형의 파일만 비교 파일이 선택한 드라이브 유형 중 하나 이상에 있는 경우 파일을 비

교합니다.
다음 장치 ID 유형의 파일만 비교 파일이 지정한 ID가 있는 장치에 있는 경우에만 파일을 비교합니

다. 또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한 경우 지정된 ID 유형의 장치에 있는
경우에만 파일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USB 저장 장치를 지
정하려면 USBSTOR*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눌러 기본 장치 인스턴스 및 ID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선택된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를 표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에는 지정된 파일, 폴더 및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칙 및 조건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선택한 정책에 대한 규칙 세트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Hardening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EP) with an Application and Device Control Policy to increase security(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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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5: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옵션 설명

실행됨 이 규칙 세트가 사용 중인지 아닌지 표시합니다. 정책의 해당 규칙
세트를 실행 중지하려면 이 옵션의 선택을 해제하십시오.

규칙 세트 이 정책에 대한 규칙 세트 이름입니다. 하나의 정책에 여러 규칙 세
트를 둘 수 있습니다.

테스트/작업 이 규칙 세트가 테스트(로그만 기록) 모드에 있는지 작업 모드에 있
는지의 여부를 나타냅니다. 테스트 모드에 있는 경우 장치의 활동
을 수정하지 않고도 장치에 이러한 규칙 세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
다. 그 다음 생성된 로그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규칙 세트를 처음 생성하면 테스트(로그만 기록) 모드
가 적용됩니다. 작업 모드로 변경하려면 변경할 규칙 컬렉션에 대
한 테스트/작업 아래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세트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책의 규칙 세트에 대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규칙 세
트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규칙을 정의한 다음 특정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추가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세스 정의를 정의해야 하며 그 다음 프로세스에 대한 규칙 아래에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NOTE

32비트 관련 폴더(예: Windows\system32)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사용자 정의 규칙을 생성하면 해당 규칙이
64비트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Windows\syswow64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규칙도 생
성해야 합니다.

Table 466: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 옵션

그룹 또는 옵션 설명

규칙 세트 이름 이 규칙 세트의 이름
설명 이 규칙 세트에 대한 설명
로그 실행 이 규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하십시오.
이 규칙 실행 이 규칙을 즉시 구현하지 않으려면 이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하십시

오.
규칙 이 규칙 세트에 있는 규칙 목록을 나열합니다. 하나의 규칙 세트에

여러 규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며 가
장 먼저 생성된 규칙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규칙 목록에서 추가를 눌러 새 규칙(응용 프로그램 규칙)을 추가합
니다.
각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 목록에서 추
가를 눌러 규칙에 새 조건을 추가합니다.
다음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
•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
• 프로세스 시작 시도
• 프로세스 종료 시도
• DLL 로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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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또는 옵션 설명

속성 현재 선택한 규칙의 속성을 구성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이름
• 설명
• 이 규칙 실행
•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이 규칙은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
칙은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목록에 나열된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을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하지 않음 목록에 나
열된 프로세스는 규칙이 적용되는 프로세스에서 제외됩니다. 이 목
록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
다.

하위 프로세스로 조건 상속 하위 프로세스 정의가 상위 프로세스의 조건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 속성
이 탭을 사용하여 조건을 추가하고 해당 조건 내에서 이 규칙으로 레지스트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 467: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 속성 옵션

그룹 또는 옵션 정의

이름 이 레지스트리 조건의 이름.
설명 레지스트리 조건에 대한 설명.
이 조건 실행 규칙 세트에서 이 조건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려면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합니다. 삭제하지 않지만 지금은 적용하지 않을 조건을
실행 중지하려면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다음 레지스트리 키에 적용 이 목록에서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레지스트리 키에는 이 정책이 클라이언트에 적용
될 당시의 현재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음 레지스트리 키에 적용하지 않음 이 목록에서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레지스트리 키에는 이 정책이 클라이언트에 적용
될 당시의 현재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지스트리 키 정의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조건에 대한 레지스트리 키 정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468: 대상 레지스트리 키 정의 옵션

옵션 설명

레지스트리 키 레지스트리 키 이름. 예: HKEY_CLASSES_ROOT\*
레지스트리 값 이름 모든 값 이름을 일치시키려면 공백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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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레지스트리 값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일치시키려면 공백으로 남겨 둡니다.

Note: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AAA이고 레지스
트리 키 값은 111인 레지스트리 키 조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차단할 규칙을 구성하는 경
우, 문자열로 생성된 규칙은 AAA만 차단합니다.

와일드카드 일치 사용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정규 표현식 일치 사용 이 규칙이 정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정규 표현식 구문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리 항목을 비

교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의 정규 표현식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 또는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 작업 탭
특정 규칙의 레지스트리 액세스 또는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조건에 읽기 액세스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32비트 관련 폴더(예: Windows\system32)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사용자 정의 규칙을 생성하면 해당 규칙이
64비트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Windows\syswow64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규칙도 생
성해야 합니다.

Table 469: 작업 옵션

그룹 또는 옵션 설명

읽기 시도 기타 규칙 계속 처리, 액세스 허용, 액세스 차단 또는 프로세스 종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기타 규칙 계속 처리가 선택됩니다. 허용을 선택하면 이 규칙이 프로세스를 차단하거나 종료하는 다른 규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될 때 작업을 기록하려면 로그 실행을 선택합니다. 심각도 수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로그를 실행하면 제어 로그에 단일 이벤트에 대한 로그 항목이 두 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을 읽은 다음 파일에 쓰려고 하는 경우 두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Note:

모니터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위한 관리자 통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로그 실행 및 이메일 알림 전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된 작업이 수행될 때 사용자에게 통지하려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선택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표시
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통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은 운영 체제에
의해 제한됩니다. 통지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추가된 텍스트를 120자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생성, 삭제 또는 쓰기
시도

동일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로그를 실행하는 경우 제어 로그에 나타나는 이벤트는 파일 크기를 실제 파일 크기가 아닌 0바이트로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파일을 생성하거나 작성하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이 트리거
될 경우 파일 크기가 0으로 표시됩니다.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 속성
이 조건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의된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지정된 폴더의 모
든 항목에 조건을 적용하려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십시오(예: {folde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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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0: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 속성 옵션

옵션 설명

이름 조건의 이름.
설명 조건 기능에 대한 설명.
이 조건 실행 이 조건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합니다.
다음 파일 및 폴더에 적용 이 목록에서 파일 및 폴더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한 작업은 이 목록의 파일 및 폴더에 적용됩니다.
다음 파일 및 폴더에 적용하지 않음 이 목록에서 파일 및 폴더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한 작업은 이 목록의 파일 및 폴더에 적용되지 않습니
다.

프로세스 시작 또는 종료 시도 속성
이 탭을 사용하여 이 규칙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종료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시작 시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프로세스 시작 기능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프로세스 종료 시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프로세스 종료 기능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응용 프
로그램을 중지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Alt-F4 같은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 종료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기본 종료 루틴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시저에 의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Table 471: 프로세스 시작 또는 종료 시도 속성 옵션

옵션 정의

이 조건 실행 조건을 실행해야 적용됩니다. 아직 조건을 적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선택 해제하여 조건을 실행 중
지하십시오.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조건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추가를 누르고 차단하거나 강제 종료할 프로세
스를 입력하십시오. 예:
C:\Program Files\Mozilla Firefox\firefox.exe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하지
않음

조건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무시합니다.
이 목록에는 다음 프로세스에 적용 아래에 나열된 프로세스에 대한 예외가 포함됩니다. 이 조건이 적용되
지 않는 프로세스가 모두 나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세스 정의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규칙에 프로세스 정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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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2: 프로세스 정의 추가 옵션

그룹 또는 옵션 설명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 이 규칙과 비교할 프로세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
면 옵션을 누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핑거프린트 비교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 변수, 와일드카드 및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
라이언트에서 다양한 버전의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windir%
\calc.exe# calc.exe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경로와 일
치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와일드카드 일치 사용(* 및 ?가 지원됨)
• 정규 표현식 일치 사용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의
정규 표현식

• 다음 드라이브 유형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만 비교
비교할 드라이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DVD 드라이브를 선택하더라도 DVD 드라이브에 대한 쓰
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Note: 최신 정보는 시만텍 기술 자료 문서 After setting up an
Application and Device Control policy to block DVD writing,
DVD writing is not blocked as expected, and write attempt is
not logged(영문)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장치 ID 유형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만 비교
장치 ID 유형을 입력하지 않으려면 선택을 누르고 장치 목록에
서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장치 목록에는 장치 인스턴스 이름 및
장치 인스턴스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를 갖는 응용 프로그램. 특정 응용 프
로그램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경우 여러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비교 파일 핑거프린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실행 파일이나 DLL
의 체크섬입니다. 올바른 파일이 허용 또는 차단되도록 하려면 파
일의 MD5 해시 또는 SHA256 해시(14.3 RU1 이상)를 계산하는 것
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실행 파일을 수
정한 경우에는 새 MD5 또는 SHA256 해시를 생성하고 추가해야 합
니다. 해시는 사용 중일 수 있는 실행 파일의 모든 버전에 필요합니
다.
일부 MD5 해시 도구는 C:\Windows\System32\ 폴더에 있는 파일에
대한 값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C:\Windows\SysWOW64\ 폴더에 있
는 파일의 해시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의 checksum.exe
도구(권장)는 요청된 정확한 파일 경로에 대한 해시 값을 생성합니
다.
MD5 해시 또는 SHA256 해시를 가져오려면 -csv 플래그를 사용
하여 체크섬 도구를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checksum.exe
<output file> -csv ## checksum.exe <output
file> -csv <directories to scan> 를 입력하십시오.
출력 파일의 해시 값을 잘라내어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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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또는 옵션 설명

다음 인수를 가진 프로세스만 비교 이 옵션은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텍스
트 상자에 특정 인수를 포함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히 일치
• 정규 표현식 일치 사용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의
정규 표현식

프로세스 시작, 프로세스 종료 또는 DLL 로드 시도: 작업 탭
이 탭에서는 모니터링되는 프로세스가 이 규칙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행할 작업을 구성합니다.

Table 473: 작업 탭 옵션

옵션 설명

<조건 이름> 시도 모니터링되는 프로세스가 이 규칙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기타 규칙 계속 처리
이벤트를 기록한 다음 스택의 다른 규칙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작동은 첫 번째 기준
이 일치하면 처리 규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은 기본값입니다.

• 액세스 허용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차단
작업을 차단합니다.

• 프로세스 종료
요청을 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호출자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합니다.

Warning! 최선의 조치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예기치 않은 재시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
세스 종료 대신 액세스 차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스 차단은 조건에 정의한 대상 프로세
스를 차단합니다. 대상 프로세스는 규칙에 정의한 호출자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합니다.

파일 및 폴더 액세스 시도와 레지스트리 액세스 시도의 경우 읽기 시도에 대한 한 가지 작업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생성, 삭제 및 쓰기 시도에 대해 수행할 다른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
스를 허용하는 경우 이 규칙이 프로세스를 차단하거나 종료하는 다른 규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로그 실행 규칙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 제어 로그에 작업을 기록합니다.
모니터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위한 관리자 통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로그 실행 및 이메일
알림 전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그를 실행하면 제어 로그에 단일 이벤트에 대한 로그 항목이 두 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을 읽은 다음 파일에 쓰려고 하는 경우 두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
용 프로그램이 파일에 쓴 다음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두 항목이 표시됩니다.

사용자에게 알림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통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은 운영 체제에 의해 255자로 제한됩니
다. 표시되는 사용자 정의 텍스트의 양은 규칙 이름과 파일 이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추가된 텍스트를 120자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권장
사항만으로 모든 사용자 정의 텍스트가 올바르게 표시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DLL 로드 시도 속성
이 탭을 사용하여 이 규칙이 DLL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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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4: DLL 로드 시도 속성 옵션

옵션 설명

이름 이 규칙 조건의 이름.
설명 이 규칙 조건에 대한 설명.
이 조건 실행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여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제어 정책에서

이 조건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합니다. 삭제하지 않지만 지금은
적용하지 않을 조건을 실행 중지하려면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
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다음 DLL에 적용 이 목록에서 DLL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DLL에는 이 정책이 클라이언트에 적용될 당시의 현재 조건
이 적용됩니다.

다음 DLL에 적용하지 않음 이 목록에서 DLL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DLL에는 이 정책이 클라이언트에 적용될 당시의 현재 조건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LL 정의 추가
이 탭을 사용하여 이 조건과 비교할 DLL에 대한 옵션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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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5: DLL 정의 옵션

옵션 설명

비교할 DLL 이름 이 조건과 비교할 DLL 이름을 입력합니다. 환경 변수, 와일드카드
및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옵
션을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핑거프린트 비교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와일드 카드 일치 사용(* 및 ?가 지원됨)
• 정규 표현식 일치 사용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의
정규 표현식

• 다음 드라이브 유형에서 로드한 DLL만 비교
• 다음 장치 ID 유형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만 비교
장치 ID 유형을 입력하지 않으려면 선택을 누르고 장치 목록에
서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장치 목록에는 장치 인스턴스 이름 및
장치 인스턴스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 핑거프린트 비교 파일 핑거프린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실행 파일이나 DLL
의 체크섬입니다. 올바른 파일이 허용 또는 차단되도록 하려면 파
일의 MD5 해시 또는 SHA256 해시(14.3 RU1 이상)를 계산하는 것
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실행 파일을 수
정한 경우에는 새 MD5 또는 SHA256 해시를 생성하고 추가해야 합
니다. 해시는 사용 중일 수 있는 실행 파일의 모든 버전에 필요합니
다.
일부 MD5 해시 도구는 C:\Windows\System32\ 폴더에 있는 파일에
대한 값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C:\Windows\SysWOW64\ 폴더에 있
는 파일의 해시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만텍의 checksum.exe
도구(권장)는 요청된 정확한 파일 경로에 대한 해시 값을 생성합니
다.
MD5 해시 또는 SHA256 해시를 가져오려면 -csv 플래그를 사용
하여 체크섬 도구를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checksum.exe
<output file> -csv ## checksum.exe <output
file> -csv <directories to scan> 를 입력하십시오.
출력 파일의 해시 값을 잘라내어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

장치 제어
정책 유형별로 하드웨어 장치 제어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차단되는 장치 목록과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는 허용되는 장치가 모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 목록에는 차단된 장치 목록에 대한 예외만 표시됩니다.

NOTE

포트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는 차단할 장치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선택할 경우 이 정책이
적용된 클라이언트의 모든 네트워크 연결이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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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6: 장치 차단 옵션

그룹 또는 옵션 설명

장치 이름 차단되거나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의 이름. 이 목록에서 장치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ID 차단되거나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의 식별자. 식별자는 클래스 ID
또는 장치 ID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탐지된 장치 기록 장치 제어가 장치를 차단할 때마다, 또는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
가 탐지되는 경우 보안 로그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
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차단되거나 차단 해제될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차단된 장치가 연결되거나 시작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통지를
보냅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통지에 표시할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생성하려면 메시지 텍스트 지
정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통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은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따라 제한됩니다. 통지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메시지의 텍스트를 120자 이내로 제한해
야 합니다.

Endpoint Protection 14에서 Mac 장치 제어
정책 유형별로 하드웨어 장치 제어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차단되는 장치 목록과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
목록이 포함됩니다.

하드웨어 장치 제어가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차단된 장치 또는 읽기 전용 장치에서 Disk
Utility 또는 Terminal 명령을 사용하여 계속 볼륨 수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차단된 장치의 디스크 이미
지를 지우기, 꺼내기 또는 생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는 허용되는 장치가 모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 목록에는 차단된 장치 목록에 대한 예외만 표시됩니다.

정책을 모든 Mac 클라이언트에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테스트 그룹에서 생성한 모든 장치 제어 조건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장치 제어 정책이 예상대로 장치를 차단하고 장치를 차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NOTE

벤더 또는 장치 ID로 차단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Finder에 표시될 수 있는 비저장 장치는 차단할 장치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설정을 서버 제어 또는 복합 제어 모드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장치 제어를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보호 기능을 실행 중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Mac 장치 차단 옵션에는 Mac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차단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Mac의 장치 차단에 사용되는 정규 표현식에서는 장치 제어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정규 표현식을 설명합니다.

공급업체, 모델 및 일련 번호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각 장치에 대해 공급업체, 모델 또는 일련 번호
필드를 비워 두면 정책은 장치 유형과 일치하는 장치를 차단합니다.

장치 제어 규칙 조건이 고유한 기준보다 더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텍스트 문자열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와일
드카드가 포함된 부분 텍스트 문자열이 우선하며, 와일드카드만 있는 경우는 그 다음으로 우선합니다. 빈 필드는 와일드카
드 검색처럼 작동하므로 전체 텍스트 문자열이나 부분 텍스트 문자열보다 가중치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련 번호는 공
급업체 이름보다 우선하는 모델 이름보다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공급업체 이름에 대한 전체 문자열 텍스트는 일련 번호의
부분 문자열 텍스트보다 우선합니다.

Mac 장치 제어 조건의 가중치는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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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문자열 텍스트, 일련 번호
• 전체 문자열 텍스트, 모델 이름
• 전체 문자열 텍스트, 공급업체 이름
•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부분 문자열 텍스트, 일련 번호
•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부분 문자열 텍스트, 모델 이름
•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부분 문자열 텍스트, 공급업체 이름
• 와일드카드만, 일련 번호
• 와일드카드만, 모델 이름
• 와일드카드만, 공급업체 이름
• 빈 필드(정의된 내용 없음)

Mac에 연결된 장치에서 일련 번호, 모델 번호 또는 공급업체 이름을 가져오려면 설치 파일의 DeviceInfo 도구를 사용하십
시오. Tools/DeviceInfo 아래에서 이 도구와 관련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Table 477: Mac 장치 차단 옵션

그룹 또는 옵션 설명

장치 이름 차단되거나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의 이름. 이 목록에서 장치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Mac의 지원되는 장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underbolt 장치
• CD/DVD 드라이브
• USB 장치
• FireWire 장치
• SD(보안 디지털) 카드

장치 공급업체 차단되거나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의 공급업체.
특정 공급업체 이름으로 Thunderbolt를 제외한 모든 장치 유형을
차단하거나 차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을 사용하여 공급업체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Mac의 장치 차단에 사용되는 정규 표현식

장치 모델 차단되거나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의 모델.
특정 모델별로 모든 장치 유형을 차단하거나 차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을 사용하여 모델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Mac의 장치 차단에 사용되는 정규 표현식

일련 번호 차단되거나 차단에서 제외되는 장치의 일련 번호.
Thunderbolt 및 USB 장치의 특정 일련 번호를 차단하거나 차단에
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을 사용하여 일련 번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Mac의 장치 차단에 사용되는 정규 표현식

탐지된 장치 기록 장치 제어가 장치를 탐지할 때마다 장치 제어 로그에 항목을 추가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차단되거나 차단 해제될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차단된 장치가 연결되거나 시작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통지를
전송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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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8: Mac의 장치 차단에 사용된 정규식

옵션 설명

#### ### #### ## ### ######.
(점)

줄 바꿈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o*.*는 "So", "Soo", "Sooo", Sobar", "Sooxxx"와 일치합
니다.

\
(백슬래시)

후행 문자를 의미합니다.
백슬래시는 다른 모든 메타 문자와 백슬래시 자체를 이스케이프합
니다. 세트에서 백슬래시를 사용할 경우 정규 문자로 간주됩니다.
바이너리를 비교할 때는 \x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xA0은 바이
너리 a0 16진수를 의미합니다.

[set], [^Set]
(세트)

세트에 포함된 문자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세트의 첫 번째 문자가 캐럿(^)일 경우 세트에 없는 문자를 의미합
니다. 오른쪽 대괄호(]) 및 하이픈(-) 특수 문자가 세트의 첫 번째 문
자로 표시될 경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세트에서 범위 또는 여러 문자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는 S에서 E까지 문자 세트를 지정합니다(S와 E 포함).
예를 들어 [a-z]는 모든 영문자를 의미하는 반면, [^]\-]는 ], \ 및 -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
(별표)

별표(*)로 끝나는 모든 이전 정규식 양식은 해당 양식의 0개 이상 항
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oo\\*는 "Soo\", "Soo\\", "Soo\\\" 및 "Soo\\\12"를 의미합
니다.

+
(더하기)

더하기(+)로 끝나는 모든 이전 정규식 양식은 해당 양식의 0개 이상
일치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oo\\+는 "Soo\", "Soo\\" 및 "Soo\\\"를 의미하지만 "Soo\\
\12"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지 메시지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차단된 장치 목록에 포함된 장치에 액세스하려는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통지 메시지에 나타날 텍
스트를 입력합니다.

하드웨어 장치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장치 목록에 장치를 추가하거나 목록의 장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제어를 구성할
때 하드웨어 장치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용 사용자 정의 장치는 추가 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Table 479: 하드웨어 장치 옵션

필드 설명

장치 이름 장치 또는 장치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클래스 ID 장치의 클래스 ID를 입력합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또는 DevViewer 유틸리티를 사용

하면 하드웨어 장치의 클래스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치 ID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장치 ID를 입력합니다.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 또는 DevViewer 유

틸리티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장치의 장치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DevViewer로 Windows 시스템의 장치 공급업체 또는 모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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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정책
규칙: 규칙
이 탭을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에 대해 추가, 편집, 삭제, 복사, 붙여넣기, 가져오기, 내보
내기, 상속, 실행 또는 실행 중지, 순서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 480: 규칙 탭

옵션 설명

상위 그룹에서 방화벽 규칙 상속 상위 그룹 방화벽 정책의 규칙만 상속합니다. 상위 그룹의 모든 정책을 상속하는 위치에 있
는 정책의 규칙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상위 그룹에서 상속된 방화벽 규칙 추가

방화벽 규칙 방화벽 규칙을 표시합니다. 이 목록에서 규칙을 추가, 편집, 삭제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파란색 구분선이 있습니다. 구분선 위에 표시되는 규칙은 구분선 아래에 나타
나는 규칙보다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이 구분선을 사용하여 상위 그룹에서 상속된 규칙과
하위 그룹 수준에서 구현된 규칙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선을 사용하여 복합 제어
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규칙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선 위에 있는 규칙은 사
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생성한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적용하는 규
칙 및 보안 설정은 콘솔에서 클라이언트에 배포하는 규칙과 통합됩니다.

규칙 추가 규칙에 대한 작업, 호스트, 네트워크 서비스 및 로그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마법사를 사용
하여 규칙을 추가합니다.

빈 규칙 추가 규칙 목록에 빈 규칙을 추가합니다. 방화벽은 빈 규칙의 설정을 무시합니다.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 규칙을 한 행 위로 또는 한 행 아래로 이동합니다. 규칙은 표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처리됩

니다.

규칙 목록에는 기본 방화벽 규칙, 상속된 규칙 및 사용자가 생성한 규칙이 표시됩니다. 방화벽 규칙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열되고 적용됩니다.

Table 481: 규칙 목록 열

열 이름 설명

아니요 방화벽이 규칙을 처리하는 순서를 표시합니다.
규칙을 재배열하면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행됨 규칙을 실행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방화벽에서 규칙을 무시합니다.
이름 규칙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름을 누르면 규칙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 트래픽이 다음의 규칙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트래픽에 대해 수행되는 작업을 지정합니다.

• 허용
해당 유형의 모든 통신을 허용합니다.

• 차단
이 유형의 모든 통신을 차단합니다.

• 질의
사용자에게 트래픽을 허용 또는 차단할지 묻습니다.

작업을 변경하려면 두 번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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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이름 설명

응용 프로그램 규칙을 트리거할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탐지되면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이름, 설명, 크기, 마지막 수정 날짜 및 파일 핑거프린트별로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합니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

호스트 규칙을 트리거할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DNS 도메인, DNS 호스트, IP 주소, IP 주소 범위, MAC 주소 또는 서브넷으로 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추가 또는 편집

서비스 규칙을 트리거할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포트에서 특정 유형의 서비스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웹 트래픽(HTTP 및 HTTPS)은 일반적으로
포트 80과 443에서 발생합니다. 서비스 목록을 사용하여 여러 포트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록에서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추가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인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 또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 중 하나에 적용하거나 양방향 네트워크 트래픽
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로그 트래픽 이벤트가 이 규칙에 설정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서버에서 로그 항목을 생성할지 아니면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
할지를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로그 옵션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트래픽 로그에 쓰기
• 패킷 로그에 쓰기
• 이메일 알림 전송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모니터 페이지의 통지 탭에서 모든 방화벽 작업에 대해 클라이언트 보안 알림이 표
시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통지 조건 추가 또는 편집

심각도 이벤트에 중요도를 할당합니다.
보안 로그에는 심각도가 표시됩니다.

어댑터 규칙을 트리거할 어댑터를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어댑터를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어댑터
• 모든 VPN
• 전화 접속
• 이더넷
• 무선
• 추가 어댑터
공급업체별 어댑터 또는 사용자가 추가한 사용자 정의 어댑터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기반 규칙은 Windows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규칙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는 기간입니다. 규칙이 활성화되는 기간에 특정 기간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예약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UTC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 보호기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화면 보호기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실행
• 실행 중지
• 모두
화면 보호기의 상태가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성 위치 해당 정책이 개별 위치에 대한 공유 정책으로 생성된 것인지 비공유 정책으로 생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비
공유 정책에는 Sales와 같은 그룹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열은 정보 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명 작동 방법과 같은 규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명을 참조하여 유사한 규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새 방화벽 규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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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목록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사용하여 규칙을 트리거할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거나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검색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합니다.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
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 방화벽 규칙을 트리거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NOTE

필드 이름을 제외한 모든 필드에서 방화벽 규칙을 정의하려면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합니
다.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실행 중지된 경우 규칙 처리 시 해당 필드의 컨텐츠가 무시됩니다.

공격받고 있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 차단

Table 482: 응용 프로그램 옵션

옵션 설명

파일 이름 이 규칙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할 응용 프로그램의 경로 및 파일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c:\program files\internet explorer\iexplore.exe 또는 iexplore.*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또는 ? 등의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 이름은 클라이언트에 있습니다.

파일 설명 Internet Explorer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기 2534879와 같이 바이트로 표시된 응용 프로그램의 정확한 크기입니다.
마지막 수정 응용 프로그램이 다음 형식으로 마지막 저장 및 표시된 날짜입니다.

• 연도
• 월
• 일

파일 핑거프린트 파일 핑거프린트는 파일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체크섬으로 파일 이름보다 고유합니다. 핑거프린트는 MD5
해싱 알고리즘 또는 SHA-256 해싱 알고리즘으로 생성되는 128비트 또는 256비트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면
Cfca3291df528430fb6b2c526e9a04d0과 같은 형태의 문자열입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설치된 checksum.exe 도구를 사용하여 파일 핑거프린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
는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MD5 파일 핑거프린트를 생성합니다. 또한 MD5 또는
SHA-256을 사용하는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파일 핑거프린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의 응용 프로그램 학습 기능이 학습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MD5 및 SHA-256 체크섬을 계산합니다. 정책
페이지의 응용 프로그램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 핑거프린트 상세 정보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 통신 설정에서 응용 프로그램 학습을 실행해야 합니다.
파일 핑거프린트는 버전이 두 개 이상인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 유용합니다. 즉, 각 버전별로 파일 핑거프린트
가 고유한 응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파일 핑거프린트가 있는 Internet Explorer 10과
Internet Explorer 11을 방화벽 규칙에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추가합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을 실행하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어댑터를 실행하는 경
우 방화벽 규칙은 다른 모든 어댑터를 무시합니다.

지정된 규칙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댑터 목록에 사용자 지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
다. 이 대화 상자에 추가한 네트워크 어댑터는 다른 방화벽 정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방화벽 정책에 액세스할 수 있
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하려면 정책 구성 요소 목록을 통해 이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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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3: 네트워크 어댑터 옵션

옵션 설명

모든 어댑터에 규칙 적용 목록에 있는 어댑터만이 아닌 모든 어댑터에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음 어댑터에 규칙 적용 실행된 어댑터에만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여 선택된 규칙에 대하여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 편집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 네트워크 어댑터를 편집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댑터 목록 실행할 수 있는 어댑터 목록을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어댑터에 대한 설명 및 제조업체
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Windows 통합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Windows 방화벽을 실행할 시기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된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제
어하십시오.

Windows 방화벽 실행 중지

Table 484: Windows 통합 옵션

옵션 설명

Windows 방화
벽 실행 중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Windows 방화벽을 탐지할 경우 수행할 작업을 구성합
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Windows 방화벽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치 전의 상태로 복원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를) 제거합니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방화벽을 실행 중지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제품을 처음 설치할 때 설정되는 Windows 방화벽 설정을 유지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없음
현재 Windows 방화벽 설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한 번만 실행 중지
시스템을 시작할 때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Windows 방화벽이 실행 중임을 처음으로 탐지하
면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합니다. 다음에 시스템을 시작할 때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가)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하지 않습니다.

• 항상 실행 중지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Windows 방화벽이 실행되고 있음을 탐지하는 경우 매 시작 시 Windows 방화
벽을 실행 중지합니다.

• 실행 중지된 경우 복원
시스템 시작 시 Windows 방화벽을 실행합니다.

Note: Windows 7 이상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제품은 Windows 방화벽을 실행 중지하지 않고 통제합니
다. Windows 방화벽 제어판은 이러한 설정은 공급업체 응용 프로그램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의해 관리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은 계속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Windows 방화
벽 실행 중지 메
시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부팅될 때 화면에 표시되는 Windows 방화벽 상태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Windows 방화벽이 실행 중지되어 있음을 알리는 시작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실행 중지
시작 시 Windows 방화벽이 실행 중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새 네트워크 어댑터를 네트워크 어댑터의 기본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방화벽 규칙에서 해당 네트워크 어댑
터를 허용하거나 차단하도록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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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클라이언트는 PDA(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장치로부터의 트래픽은 필터링하거나 탐지하지 않습니다.

Table 485: 사용자 정의 어댑터 옵션

옵션 설명

어댑터 유형 어댑터의 유형. 어댑터는 하드웨어입니다. 네트워크의 각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어댑터 이름 어댑터에 대한 설명.

Note: 이 옵션은 정책 구성 요소 목록에서 이 대화 상자에 액세스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ID 어댑터 제조업체 및 브랜드 이름.
어댑터 이름을 찾으려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명령줄을 연 다음 ipconfig/all을 입력하십시오.

호스트 선택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을 트리거할 장치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호스트는 방화벽 규칙을 트리거합니다. 방화벽 규칙을 트리거할 특정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방화벽 정책에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정책 구성 요소에서 여러 호스트를 포함하는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호스트 그룹이 자동으로 호스트 목록에 나타납니다.

모든 호스트가 기본적으로 실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방화벽 또는 IPS 시그니처 검사에서 제외하는 장치.
• 인증자 클라이언트가 Peer-to-Peer 인증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장치. 인증자는 일반적으로 인증자에 연결하려고 시도
하는 원격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인증자는 이 목록에 있는 시스템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Peer-to-Peer 인
증의 경우 IP 주소, IP 범위 및 서브넷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소 유형은 방화벽 정책의 호스트 정의에 지원되지만
침입 차단 정책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본 호스트와 대상 호스트의 관계 또는 원격 호스트와 로컬 호스트의 관계를 사용하여 호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방
법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원본 호스트와 대상 호스트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Table 486: 원본/대상 호스트 및 로컬/원격 호스트

옵션 설명

원본/대상 원본 호스트 및 대상 호스트는 트래픽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원본이 되기도 하고 반
대로 원격 시스템이 원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로컬/원격 로컬 호스트는 항상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며, 원격 호스트는 항상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원격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호스트 관계 식은 트래픽 방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호스트 기반 방화벽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간단하게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본 호스트와 대상 호스트 간의 관계에서는 트래픽 방향과 관련한 원본 관계 및 대상 관계를 보여 줍니다.

로컬 호스트와 원격 호스트 간의 관계에서는 트래픽 방향과 관련한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 관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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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구문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의 한쪽에 정의하는 호스트(원본과 대상 간) OR 구문
선택한 호스트 AND 구문

예를 들어 하나의 로컬 호스트와 여러 개의 원격 호스트를 정의하는 규칙의 경우 방화벽이 패킷을 검사할 때 로컬 호스트가
관련 IP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의 반대쪽은 어떤 원격 호스트에 일치하든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호
스트와 Symantec.com, Yahoo.com 또는 Google.com 간의 HTTP 통신을 허용하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일 규
칙은 3개의 규칙과 동일합니다.

호스트 추가 또는 편집
다음 시스템의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방화벽 규칙을 트리거하는 시스템
• 클라이언트가 방화벽 또는 IPS 시그니처 검사에서 제외하는 시스템.
• 인증자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Peer-to-Peer 인증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시스템. 인증자는 일반적으로 인증자에 연결하
려고 시도하는 원격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인증자는 이 목록에 있는 시스템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Peer-
to-Peer 인증의 경우 IP 주소, IP 범위 및 서브넷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주소 유형은 방화벽 정책의 호스트 정의에 지원되지만 침입 차단 정책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Table 487: 호스트 구성 옵션

유형 설명

주소 유형 연결을 허용 또는 차단할 호스트의 주소 유형.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 DNS 도메인
(방화벽에만 해당) DNS 도메인을 사용하여 장치가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한 주소.

• DNS 호스트
(방화벽에만 해당) DNS 호스트를 사용하여 장치가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한 주소.

• IP 주소
IP 주소를 사용하여 장치가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한 주소. 방화벽 정책의 경우 IPv4 또는 IPv6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가 기본 주소 유형입니다.

• IP 범위
IP 주소 블록을 식별하는 시작 IP 주소 및 끝 IP 주소. 방화벽 정책의 경우 IPv4 또는 IPv6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 로컬 서브넷
(방화벽에만 해당) 로컬 서브넷의 IP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로컬 서브넷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이 옵션은 방화벽 정책에서 직접 호스트 목록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만 나타납니다.

• MAC 주소
(방화벽에만 해당) MAC 주소를 사용하여 장치가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한 주소.

• 서브넷
서브넷으로 IP 주소의 호스트 부분을 둘 이상의 서브넷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소의 네트워
크 부분과 노드 부분을 식별합니다. 방화벽 정책의 경우 IPv4 또는 IPv6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Pv4에 대한 서브넷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IPv4의 서브넷 마스크 형식은
nnn.nnn.nnnn입니다(예: 255.255.255.0). IPv6의 경우 IPv6 서브넷 마스크 입력란에 주소와 마스크를 함
께 입력합니다.

호스트 그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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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그룹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호스트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실행하는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그룹에 여러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규칙 목록의 모든 규칙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규칙 목록에서 호스트를 추가한 경우 해당 호스트는 단일 규칙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488: 호스트 그룹 옵션

옵션 설명

그룹 이름 정의된 호스트의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유형 DNS 도메인, DNS 호스트, IP 주소, IP 범위, MAC 주소 또는 서브넷으로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컨텐츠 호스트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의합니다.

예약 목록
규칙은 지정한 기간 동안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됩니다.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간을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
다.

목록의 모든 기간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선택한 규칙에 대한 기간을 실행 중지하려는 경우 테이블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
해야 합니다.

Table 489: 예약 목록 옵션

옵션 설명

다음을 제외한 모든 시간 규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기간을 지정합니다. 시간은 UTC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을 제외한 모든 시간의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하여 지정된 기간에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및 예약 빈도를 나열합니다. 시간은 UTC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약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동안 예약을 설정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를 설치하는 동안 규칙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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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0: 예약 옵션

옵션 설명

기간 방화벽 규칙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시간 주기는 시간 주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 분, 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을 사용하여 근무 시간 동안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의 여
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각각 오전 8시 및 오후 5시 30분으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시간은 UTC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월과 일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예약 빈도를 지정합니다.
• 월
해당 연도의 1개월 또는 12개월입니다.

• 매일
해당 주의 모든 7일입니다.

• 주말
토요일 및 일요일만 해당됩니다.

•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 날짜 지정
한 개 이상의 요일입니다.

Note: 토요일 및 일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을 주말로 고려하려는 경우 날짜 지정을 누르십시오.

서비스 목록
네트워크 서비스는 한 가지 이름으로 그룹화된 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 HTTP 서버를 통과하는 트래
픽은 TCP 로컬 포트 80 및 443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에는 DHCP 서버 및 다양한 VPN과 같이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규칙에만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서비스 목록에는 서비스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모든 방화벽 규칙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책 구성 요소 아래의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에
서비스를 추가하십시오.

방화벽 규칙 목록에서 추가하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는 해당 규칙의 서비스 목록의 맨 위에 추가됩니다. 정책 구성 요소 아
래에 추가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 맨 아래에 추가됩니다.

Table 491: 네트워크 서비스 옵션

옵션 설명

실행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규칙에서 서비스를 무시합니다.
서비스 이름 서비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서비스당 하나의 프로토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각 서비스의 프로토콜 유형과 해당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포트 및 트래픽 방향을 나열합니다.

프로토콜
방화벽 규칙을 실행할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토콜, 포트 및 트래픽 방향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정
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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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TCP 포트 또는 포트 범위.
UDP 포트 또는 포트 범위.
ICMP 유형 및 코드.
IP 프로토콜 번호(IP 유형).

예: Type 1 = ICMP, Type 6 = TCP, Type 17 = UDP
프로토콜을 추가할 때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이더넷 이더넷 프레임 유형.
예: Type 0x0800 = IPv4, Type = 0x8BDD = IPv6, Type 0x8137 = IPX

TCP 및 UDP 프로토콜 설정

ICMP, IP 및 이더넷 프로토콜 옵션

TCP 기반 또는 UDP 기반 서비스 트리거를 정의할 때는 설명된 네트워크 연결의 양쪽 모두에서 포트를 확인합니다. 일반적
으로 포트는 네트워크 연결의 원본 또는 대상으로 불립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네트워크 서비스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본/대상 원본 포트와 대상 포트는 트래픽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원본 포트를 소
유하는 경우도 있고 원격 시스템에서 원본 포트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컬/원격 로컬 호스트 시스템에는 항상 로컬 포트가 있으며 원격 시스템에는 항상 원격 포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 관계 식은 트래픽의 방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프로토콜을 정의할 때는 트래픽 방향을 지정합니다.

여러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규칙에 ICMP, IP 및 TCP 프로토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식별된 클라이언트 시스템 간에 발생할 수 있거나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여러
TCP/UDP 포트나 프로토콜 유형을 추가할 때는 그 사이에 쉼표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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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2: TCP 및 UDP 프로토콜 설정

옵션 설명

원본/대상 다음 필드에서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 원본 포트
패킷이 전송되는 포트. 인바운드 트래픽의 경우 원본은 원격 포트입니다.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경우 원본은 로컬 포트입니다.

• 대상 포트
패킷이 수신되는 포트. 인바운드 트래픽의 경우 대상은 로컬 포트입니다.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경우 대상은 원격 포트입니다.

사용 가능한 포트 번호를 보려면 >>를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원격 데스크톱에 연결하는 경우 트래픽은 아웃바운드이고, 원본 포
트는 임의의 포트이며, 대상 포트는 TCP 3389입니다. 다른 시스템이 원격 데스크톱으로 클라이언트
에 연결하는 경우 트래픽은 인바운드이지만 원본 포트 및 대상 포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원본 포
트는 여전히 임의이며 대상 포트는 TCP 3389입니다.

로컬/원격 다음 필드에 대해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 로컬 포트
클라이언트 시스템

• 원격 포트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통신하는 시스템

사용 가능한 포트 번호를 보려면 >>를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원격 데스크톱에 연결하는 경우 원격 포트는 포트 TCP 3389입니다.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로컬 포트는 동일합니다.
포트 번호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포트에서 규칙을 실행합니다. 로컬 포트에 대한 포트 번호는 입력
하고 원격 포트에 대한 포트 번호는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로컬 포트 및 모든 원격 포트
에서 규칙을 실행합니다.

방향 다음 방법을 지정하여 트래픽 방향을 지정합니다.
• 양방향
트래픽이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 간에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기본값입니다.

• 수신
트래픽이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동합니다.

• 발신
트래픽이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상태 기록 UDP UDP 세션의 상태 기록 검사를 유지 관리합니다.
TCP는 상태 기록 점검을 자동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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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3: ICMP, IP 및 이더넷 프로토콜 옵션

프로토콜 유형 설명

ICMP 또는 ICMPv6 에코 응답과 같이 트래픽 통신의 오류를 보고하는 메시지를 제어합니다.
ICMP 프로토콜에는 다음 필드가 포함됩니다.
• ICMP 유형
프로토콜의 ISO 숫자 지정자를 나열합니다.
사용 가능한 유형 및 코드 목록을 보려면 >>를 누르십시오.

• ICMP 코드
ICMP 유형에 대한 코드 필드.

• 패킷 방향
기본값은 양방향입니다.

IP IP 프로토콜의 경우 다음 필드를 지정합니다.
• 프로토콜 유형

IPv4 패킷의 프로토콜 필드와 IPv6 패킷의 헤더 필드에 사용된 IP 프로토콜 번호.
텍스트 상자 오른쪽의 >> 에는 사용 가능한 유형 및 ISO 숫자 지정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 프로토콜 방향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간의 트래픽 방향.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동하는 트래픽은 인바운드이
고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트래픽은 아웃바운드입니다.
기본값은 양방향입니다.

• 조각난 패킷에만 적용
IP 패킷은 작은 패킷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패킷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 불완전한 패킷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실행하여 ICMP 프로토콜을 통
해 불완전한 패킷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이더넷 프로토콜의 경우 다음 필드를 지정합니다.
• 프로토콜 유형
이더넷 유형.

• 프로토콜 방향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방향.
기본값은 양방향입니다.

이더넷 프로토콜은 IEEE 802.3의 적용을 받는 LAN 그룹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는 한 가지 이름으로 그룹화된 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 모음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목록에는 DHCP 서버
및 다양한 VPN과 같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 서비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화벽 규칙에 포함할 미리 정의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사용자 정의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정의한 네트워크 서비스는 목록의 맨 아래에 추가됩니다.

Table 494: 네트워크 서비스 옵션

옵션 설명

서비스 이름 서비스의 이름
다른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추가한 경우 두 서비스 간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설
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프로토콜 유형 각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콜 유형.
각 서비스에 대해 여러 프로토콜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선택하면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포트 번호 및 트래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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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규칙
버전 14.2부터 IPv4 및 IPv6이 IP 참조에 지원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IPv4만 지원됩니다.

Table 495: 허용되는 트래픽 프로토콜 및 기타 설정

옵션 설명

스마트 DHCP 실행* 아웃바운드 DHCP 요청 및 인바운드 DHCP 응답만 허용합니다. 스마트 DHCP를 사용하면 DHCP를 연
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한 경우, DHCP를 사용하려면 원격 포트 67(bootps) 및 68(bootpc)의 UDP 트래픽
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는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동적 IP 주소를 할당하는 프로토
콜입니다. 동적 주소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마다 다른 IP 주소를 갖게 됩니다.
DHCP는 고정 IP 주소 및 동적 IP 주소를 모두 지원합니다. 동적 주소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에서 IP 주
소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관리가 간편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기업 네트워크에 시스템이 추가될 때마다 고유한 IP 주소를 직접 할당해야 합니다. 한 서브넷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클라이언트를 이동하는 경우 DHCP는 클라이언트의 IP 구성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DNS 실행* 아웃바운드 DNS 요청 및 지정된 DNS 서버의 그에 대응되는 인바운드 응답만 허용합니다.
시스템에서 DNS 요청을 전송한 다음 5초 내에 응답을 받으면 통신이 허용됩니다. 다른 모든 DNS 패킷
은 무시됩니다.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한 경우, DNS를 사용하려면 원격 포트 53(도메인)에 대해 UDP 트래픽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WINS 실행 아웃바운드 WINS 요청과 지정된 WINS 서버의 그에 대응되는 인바운드 응답만 허용합니다.
시스템에서 WINS 요청을 전송한 다음 5초 내에 응답을 받으면 통신이 허용됩니다. 다른 모든 WINS 패
킷은 무시됩니다.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한 경우, WINS를 사용하려면 원격 포트 137에 대해 UDP 패킷을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WINS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그룹에 대해 NetBIOS 이름의 동적 연결 등록 및 조회를 위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WINS는 NetBIOS 이름을 IP 주소에 연결합니다. WINS는 NetBIOS
over TCP/IP를 사용하고 라우팅되는 네트워크에서 NetBIOS 이름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NetBIOS
이름은 Microsoft 운영 체제의 초기 버전에서 네트워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NetBIOS 이
름 지정 프로토콜은 TCP/IP 이외의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NetBEUI 또는 IPX/SPX)과 호환됩니다. 그
러나 WINS는 NetBT(NetBIOS over TCP/IP)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WINS를 사용하면 TCP/IP
기반 네트워크에서 NetBIOS 네임스페이스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큰 링 트래픽 허용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규칙에 관계없이 토큰 링 어댑터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
도록 허용합니다.
이 설정을 실행 중지하면 토큰 링 어댑터를 통해 연결된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은 통합 네트워크
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방화벽은 토큰 링 트래픽을 필터링하지 않으며 모든 토큰 링 트래픽을 허용
또는 차단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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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NetBIOS 보호 실행 외부 게이트웨이에서 전송되는 NetBIOS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LAN에서 네트워크 환경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사용하고 모든 외부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NetBIOS
악용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정의된 ICANN 내부 범위에 속하지 않는 IPv4 및 IPv6
주소에서 전송되는 NetBIOS 패킷(UDP 88, UDP 137, UDP 138, TCP 135, TCP 139, TCP 445, TCP
1026)을 차단합니다.

Note: NetBIOS 보호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서브넷에 있는 Microsoft Exchange Server에 클라이언트 시
스템을 연결할 경우 Microsoft Outlook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입 차단이 제외되는 시스템 목
록에 서버의 IP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내장 규칙을 처리하
기 전에 제외 시스템 목록을 처리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역방향 DNS 조회 실행 방화벽이 IP 주소에 대해 역방향 DNS 조회를 수행하고 도메인 이름을 방화벽 규칙에 정의된 도메인 이

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스트 정의에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규칙에만 적용됩니다.

Note: DNS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한 경우 방화
벽은 도메인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트래픽에 DNS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화벽 규칙
에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는 것보다 IP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DNS 서버의 응답이 느릴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
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Mac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러한 옵션만 지원됩니다.

보호 및 숨김 설정
Mac 방화벽에는 숨김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 496: 보호 및 숨김 설정

옵션 설명

포트 검사 탐지 실행 보안 규칙이 차단하는 모든 수신 패킷을 모니터링합니다. 하나의 규칙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포트
의 다양한 패킷을 차단하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보안 로그 항목을 생성합니
다.
포트 검사 탐지는 패킷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포트 검사가 수행될 때 트래픽을 차단하려면 보안 정
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거부 탐지 실행 서비스 거부 탐지는 침입 탐지의 한 유형입니다. 이 기능이 실행되면 클라이언트는 알려진 시그니
처의 패턴을 탐지할 경우 포트 번호나 인터넷 프로토콜 유형에 관계없이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MAC 위장 접근 방지 실행 요청이 다음 프로토콜의 특정 호스트로 한정된 경우에만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합
니다.
• ARP(주소 분석 프로토콜)
• NDP(인접 라우터 검색 프로토콜)
또한 기타 예기치 않은 모든 유형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보안 로그에 기록합니다.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는 시스템, 서버 및 라우터를 식별하는 하드웨어 주소입니다. 일
부 해커는 MAC 위장 접근을 통해 두 시스템 간의 통신 세션을 하이재킹합니다. 시스템 A가 시스템
B와 통신하려는 경우 시스템 A는 시스템 B에 ARP 패킷을 보낼 수 있습니다.
MAC 위장 접근 방지 기능은 다른 시스템이 사용자 시스템의 MAC 주소 테이블을 재설정하지 못하
도록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서 ARP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면 클라이언트가 10초 동
안 해당 ARP RESPOND 메시지를 허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모든 확인되지 않은 ARP RESPOND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공격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차단 구성 가능한 시간(초) 동안 알려진 침입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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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숨김 모드 웹 검색 실행 모든 포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들어오는 HTTP 트래픽을 탐지합니다. 브라우저 이름과 버전 번호,
운영 체제 및 참조 웹 페이지가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운영 체제 및 브라우
저를 웹 사이트에서 더 이상 탐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HTTPS(SSL) 트래픽도 탐지하지 못합니다.

Warning! 숨김 모드 웹 검색으로 인해 일부 웹 사이트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
부 웹 서버에서는 웹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웹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
면 브라우저 정보가 제거되기 때문에 일부 웹 페이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숨김 모드 웹 검색은 HTTP 요청 헤더에서 HTTP_USER_AGENT라고 하는 브라우
저 시그니처를 제거하고 일반 시그니처로 바꿉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TCP 재배치 실행 침입자가 개인 IP 주소를 위조 또는 위장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IP 위장 접근은 해커가 시스템 A 및 시스템 B와 같은 두 시스템 간의 통신 세션을 하이재킹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해커는 시스템 A의 통신을 중단시키는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시스템 A로 위장하여 시스템 B와 통신하면서 시스템 B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보호를 위해 TCP 재배치는 TCP 시퀀스 번호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Note: OS 핑거프린트 변조는 TCP 재배치를 실행할 경우 가장 효과적입니다.

Warning! TCP 재배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TCP 일련 번호를 변경합니다. 서비스
가 실행될 때와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을 때의 시퀀스 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방화벽 서비스
를 중지하거나 시작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종료됩니다. TCP/IP 패킷은 일련의 세션 번호를 사용하
여 다른 시스템과 통신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Windows 번
호 구성표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TCP 재배치가 실행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다
른 번호 구성표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갑자기 중지되면 번호 구성표가 Windows 번호
구성표로 전환된 다음 Windows에서 트래픽 패킷을 삭제합니다. 또한 TCP 재배치를 사용하면 클라
이언트가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하도록 하는 특정 NIC와의 호환성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OS 핑거프린트 변조 실행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클라이언트는 TCP/

IP 패킷의 TTL 및 식별 값을 변경하여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를 식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Note: OS 핑거프린트 변조는 TCP 재배치를 실행할 경우 가장 효과적입니다.

Warning! TCP 재배치에는 클라이언트가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하게
만드는 특정 NIC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Peer-to-Peer 인증 설정
Peer-to-Peer 인증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원격 시스템을 인증할 때까지 해당 원격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연결을 차
단합니다.

Table 497: Peer-to-Peer 인증 설정

옵션 설명

Peer-to-Peer 인증 실행 Peer-to-Peer 인증을 실행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택 해제되어 있습니다.

세션당 최대 인증 시도 횟수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원격 시스템에 응답을 요청하는 횟수입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요청을 전송합니다. 최대 횟수가 초과되면 원격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실패합니다.
기본값은 3회입니다.

인증 시도 간격(초) 연속적인 두 인증 시도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기본값은 3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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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원격 시스템이 다시 인증될 수 있는 시간 간
격(초)

원격 시스템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시 인증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초)입니다.
기본값은 30초입니다.

거부된 원격 시스템이 차단되는 시간(초) 거부된 원격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인증이 차단되는 시간(초)입니다.
기본값은 30초입니다.

세션이 종료된 후 인증된 시스템과 클라이
언트 간의 유휴 시간 간격(초)

세션이 종료된 후 두 시스템 간의 유휴 시간 간격(초)입니다.
기본값은 40초입니다.

인증에서 호스트 제외 인증에서 제외하고 트래픽을 허용하려는 호스트입니다.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group name>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 498: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옵션

옵션 설명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행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변경이 탐지된 경우 클라이언트가 변경을 탐지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방화벽이 수행해야 할 작업을 지정합니
다. 다음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의
• 트래픽 차단
• 허용 및 기록

표시할 추가 텍스트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을 탐지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나타나는 표준
메시지에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Not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 통지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은 운영 체제에 의해 제
한됩니다. 통지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추가된 텍스트를 120자 이하로 제한해
야 합니다.

모니터링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 클라이언트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표시합니다.
실행됨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변경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나타나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려면 이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하십시오.

Note: 이 확인란은 목록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추가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상 위치 학습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필터링하여 모니터링할 응용 프로그램

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 정책
제외된 호스트
IPS 시그니처가 특정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주고받는 트래픽을 무시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네트워크
에 있는 일부 시스템은 테스트 용도로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외된 호스트에는 Peer-to-Peer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증자 클라이언트가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새로운 인바운드
트래픽을 수신하면 인증자는 먼저 원격 클라이언트가 제외된 호스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격 클라이언트
가 목록에 있으면 인증자는 트래픽을 허용하고 Peer-to-Peer 인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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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제외된 호스트는 네트워크 침입 차단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Table 499: 제외된 호스트

옵션 설명

실행됨 실행됨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침입 차단은 지정된 시스템에서 전송 또는 수신하는 트래픽을 무시합니다.
• 지정된 시스템에서 Peer-to-Peer 인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행됨을 선택 해제하는 경우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침입 차단은 지정된 시스템에서 전송 또는 수신하는 트래픽을 확인합니다.
• 지정된 시스템에서 Peer-to-Peer 인증이 시작됩니다.
정책 구성 요소 목록에서 호스트를 추가하면 이를 실행 및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서
호스트를 추가하면 호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호스트를 실행 중지하려면 목록에서 제거하십
시오.

그룹 이름 호스트 그룹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 필드는 정책 구성 요소 목록에서 호스트 그룹을 추가한 경우
에만 나타납니다.
호스트 그룹을 편집할 수는 없으며 실행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만 있습니다.

컨텐츠 호스트 유형 및 컨텐츠를 정의합니다.

예외
이 표를 사용하여 Windows 시스템 또는 Mac 시스템의 IPS 시그니처 예외를 보고 구성합니다.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를 생
성할 수 있으며, 이는 LiveUpdate 컨텐츠의 일부로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됩니다. 관리 서버가 LiveUpdate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정책에 시그니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Mac 시스템의 경우 관리 서버를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장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그니처의 경우 기본 작업과 로그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그니처를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하기
전에 기본 작업 및 로그 작업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NOTE

브라우저 시그니처에 대한 기본 동작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시그니처는 Windows 시스템에서만 지원됩
니다.

예외를 제거하려면 제거할 예외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누르십시오. 네트워크 시그니처의 원래 동작과 같도록 동작을 편집
할 경우 시그니처가 예외 목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Table 500: 예외 옵션

옵션 설명

ID 시만텍에서 각 시그니처에 할당한 ID.
시그니처 이름 시그니처의 이름.
심각도 시그니처에서 트래픽 패킷을 탐지한 경우 초래되는 위험 수준.
카테고리 시그니처의 유형.
작업 클라이언트가 IPS 시그니처와 일치하는 트래픽 패킷에서 수행하는 작업.
로그 클라이언트가 IPS 시그니처와 일치하는 트래픽 패킷에서 수행하는 로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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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차단 설정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침입 차단 설정을 실행 또는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옵션 옆에는 잠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옵션을 잠그거나 잠금 해
제합니다. 옵션을 잠그면 사용자가 옵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able 501: 침입 차단 옵션

옵션 설명

네트워크 침입 차단 실행 클라이언트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네트워크 IPS 시그니처, IPS 시그니처 및 IPS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네트워크 공격 내용은 보안 로그에 기록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공격을 탐지한 경우 나타날 통
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설정은 항상 실행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호스트 실행 클라이언트가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무시할 시스템 목록을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목록의 시스템에 방화벽 규칙을 적용하거나 IPS 시그니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클라이
언트는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서 포트 검사, MAC 위장 접근 방지 또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검사하지 않
습니다.

URL 평판 실행 멀웨어, 사기, 피싱, 스팸 등과 같은 악성 컨텐츠를 호스팅할 수 있는 도메인 및 URL의 위협 요소를 식별
합니다. URL 평판을 사용하면 악성 컨텐츠의 알려진 소스로 식별된 웹 주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URL의 정보는 평판 등급을 검색하기 위해 Broadcom으로 전송됩니다.
URL 평판을 사용하려면 Symantec LiveUpdate에서 다운로드한 SymPlatform 정의 및 IPS 정의가 필요
합니다.
이 기능은 14.3 RU1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브라우저 침입 차
단 실행

클라이언트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브라우저 트래픽에 IPS 웹 브라우저 시그니처를 적용합니다.

Note: 이 옵션은 Windows에서 실행되는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에서만 지원됩니다.

이 옵션을 실행하면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시그니처와 브라우저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비교합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로 Internet Explorer와 Firefox가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정 브라우저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Supported browsers for Browser Intrusion Prevention in Endpoint Protection(영문)
브라우저 공격 내용은 보안 로그에 기록됩니다.
일부 브라우저 공격의 경우 침입 차단을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합니다. 클라이
언트 시스템에 통지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설정은 항상 실행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탐지 내용을 기록하지만 차단
하지 않음

이 옵션은 브라우저 침입 탐지의 차단을 시작하기 전에 브라우저 침입 차단 기능에서 수행하는 탐지를
관찰하려 할 때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 최상의 보호를 보장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로그 전용 모드를 실
행 중지해야 합니다.

Out-of-band 검사 다중 스레드 네트워크 검사. 네트워크 침입 차단에 적용됩니다.
Windows 8.1 이상에 대해 지원됩니다. 높은 처리량 환경으로 인해 서버에 특히 권장됩니다.

Note: 이 모드는 네트워킹 트래픽의 처리 모델을 변경하며 다른 WFP(Windows 필터링 플랫폼) 드라이
버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을 실행하는 경우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전
에 Out-of-band 검사를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 특성은 작업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버에 시그니처 하위 집합 사
용

서버 운영 체제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활동에 침입 차단 시그니처 하위 집합을 사용합니다. 네트
워크 침입 차단 및 브라우저 침입 차단에 적용됩니다.

 843

http://entced.symantec.com/entt?product=sep&version=12.1.6&language=english&module=doc&error=bips_browsers


 

침입 차단 예외 추가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침입 차단 시그니처의 기본 동작을 변경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 시그니처
목록은 LiveUpdate가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하는 시그니처의 목록과 비교됩니다. Mac 시스템에서는 일부 시그니처가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내장됩니다. LiveUpdate 컨텐츠를 관리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정책의 시그니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Windows 시스템에서는 목록이 비어 있고 Mac 시스템에서는 목록에 내장 시그니처만 포함
됩니다.

선택한 시그니처가 해당 시그니처와 일치하는 트래픽 패킷을 탐지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기본 작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트래픽 패킷 및 로그를 허용하거나 차단하며, 트래픽 패킷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
습니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Yahoo IM 로그온과 같은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감사 시그니처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그니처는 기록 안 함으로 설정됩니다. 이 트래픽을 기록하기 위한 예외를 생성한 다음 로그를 확인하
고 트래픽을 처리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트래픽 유형에 대한 방화벽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심각도의 카테고리 또는 수준에 따라 시그니처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NOTE

동시에 여러 개의 시그니처를 선택하면 둘 이상의 작업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선택한 모
든 이벤트를 차단하거나 허용합니다.

Table 502: 침입 차단 시그니처 컨텐츠

옵션 설명

카테고리 표시 Windows 예외에만 적용됩니다.
필터링할 수 있는 시그니처 유형.
기본값은 모두입니다.

심각도 표시 각 시그니처와 관련된 심각도 수준.
기본값은 모두입니다.

ID 시만텍에서 각 시그니처에 할당한 ID.
시그니처 이름 시그니처의 이름.

감사 시그니처의 이름에는 Audit가 포함됩니다. 감사 시그니처는 Windows 시스템에서만 지원됩니다.
심각도 시그니처에서 트래픽 패킷을 탐지한 경우 초래되는 위험 수준.
카테고리 시그니처의 유형. Mac 클라이언트의 경우 카테고리에 내장도 포함됩니다.
작업 트래픽 패킷 차단 또는 허용.
로그 패킷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음.
모두 선택 목록에 있는 모든 시그니처를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 해제 목록에 있는 모든 시그니처를 선택 해제합니다.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시그니처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 작업을 선택하고 로그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시그니처 작업
시만텍 IPS 네트워크 시그니처와 이벤트가 일치하고 이벤트를 탐지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응답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작업이 이벤트를 차단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작업이 이벤트를 허용하는 경
우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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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브라우저 시그니처에 대한 허용 또는 차단 응답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시그니처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
는 경우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은(는) 작업 및 로그 설정을 허용 및 기록 안 함으로 하여 자동으
로 시그니처를 구성합니다.

Table 503: 시그니처 작업

옵션 설명

작업 클라이언트가 트래픽 이벤트에서 수행하는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차단
트래픽의 클라이언트 액세스 방지
이 작업이 기본 작업입니다.

• 허용
트래픽 무시

로그 보안 로그 및 트래픽 로그의 트래픽 이벤트를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음.
기본값은 트래픽 기록입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시그니처
이 탭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시그니처 그룹 및 시그니처를 추가합니다. 시그니처를 추가하기 전에 시
그니처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Table 504: IPS 라이브러리 시그니처 옵션

옵션 설명

이름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라이브러리 이름.
설명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
시그니처 그룹 사용할 수 있는 시그니처 그룹.

이 목록에 있는 시그니처 그룹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라이브
러리에는 기본 시그니처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 이름 시그니처 그룹 이름. 이 입력란을 사용하여 그룹 이름을 편집합니다.
설명 시그니처 그룹에 대한 설명(선택 사항). 이 텍스트를 사용하여 설명을 편집합니다.
이 그룹 실행 시그니처 활성화 방법. 시그니처 그룹의 모든 시그니처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시그니처 그룹을 실

행해야 합니다. 시그니처 그룹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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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이 그룹의 시그니처 각 시그니처 그룹에 대한 시그니처 및 시그니처 컨텐츠. 이 목록의 시그니처를 추가, 편집 또는 삭
제할 수 있으며 다음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실행됨
시그니처를 활성화합니다.

• 이름
시그니처 이름.

• 컨텐츠
시그니처 구문.

•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트리거하는 응용 프로그램.

• 작업
시그니처가 IPS 시그니처와 일치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트래픽 패킷에서 수행하는 작업.

• 추적
패킷 로그의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선택된 시그니처를 한 행 위로 또는 한 행 아래로 이동합니다. 시그니처가 처리되는 순서를 변
경하려면 시그니처를 이동합니다.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의 IPS 엔진은 시그니처 테이블에 나
열된 순서에 따라 각 시그니처를 검사합니다. 패킷 하나당 하나의 시그니처만 트리거됩니다.
시그니처가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패킷과 일치하면 IPS 엔진은 다른 시그니처의
검사를 중지합니다.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올바른 순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므로 시그니처
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그니처가 일치하는 경우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시그니처를 상위에 두어야 합니다.

침입 차단 시그니처 그룹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시그니처 그룹에 이름과 선택적 설명을 추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추가 또는 편집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과 설명(선택 항목)을 입력하여 목록에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파일 이름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은 iexplore 또는 iexplore.exe입니다. 나중에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를 편집하거나 이를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시그니처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와일드카드 문자 *를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변수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시그니처를 추가할 경우 변수를 사용하여 시그니처에서 변경 가능한 데이터나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라이브러리 전체의 시그니처를 편집하는 대신 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라이브러리에 정의한 변수는 해당 라이브러리 내의 모든 시그니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
션을 사용하여 이 목록에서 변수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Table 505: 변수 탭

옵션 설명

실행됨 변수를 활성화합니다.
변수를 실행하지 않으면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 해당 변수가 무시됩니다.

이름 ip와 같은 변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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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설명 다음과 같이 시그니처에서 변수가 사용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 var ip=(192.10.58.10/24)(IPv4)
• var ip=(fd15:4ba5:5a2b:1008::/64)(IPv6)

컨텐츠 변수 값에 대한 컨텐츠 문자열(최대 255자)이 포함됩니다.
다음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 (0.0.0.0/0)(IPv4)
• (fd15:4ba5:5a2b:1008::/64)(IPv6)
다음 구문을 사용하십시오.
rule protocol-type, [protocol-options,] [ip-protocol options,] msg,
content...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변수 정의

변수 추가 또는 변수 편집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를 작성할 때 사용한 변수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Table 506: 변수 추가 또는 변수 편집 탭

옵션 설명

이름 ip와 같은 변수 이름을 나열합니다.
설명 var ip=(192.10.58.10/24)와 같이 시그니처에서 변수가 사용된 방법을 설명합니다.
컨텐츠 변수의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변수의 최대값은 255자입니다. (0.0.0.0/0)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구문을 사용하십시오.
rule protocol-type, [protocol-options,] [ip-protocol options,] msg,
content...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변수 정의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그룹 이름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택한 그룹에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여러 세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는 그룹에 있는 클라이언트로 시그니처를 다운로드하는 관리 서버용으로 실행되어야 합
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표에는 각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설명 및 해당 라이브러리를 생성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시그니처 추가 또는 시그니처 편집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IPS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고유의 패킷 기반 시그니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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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07: 시그니처 추가 또는 시그니처 편집 대화 상자

옵션 설명

이름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의 이름.
설명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의 설명.
심각도 시그니처를 실행하는 이벤트의 심각도.
방향 시그니처가 검사하는 이벤트의 트래픽 방향.
컨텐츠 시그니처 구문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

다음 구문을 사용하십시오. 인수 뒤에 생략 부호가 있는 것은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rule protocol-type, [protocol-options,] [ip-protocol options,] "msg",
"content"...
• rule protocol-type, [protocol-options,] [ip-protocol option,] = 트래픽 설명.
• msg = 보안 로그에 표시되는 텍스트 문자열. 메시지 문자열은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작은따옴표('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content = 패킷의 페이로드 구성 요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조되는 문자열. 컨텐츠 문
자열은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작은따옴표('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시그니처를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하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
될 수 있는 오탐지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행됨 확인란을 선택해야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그니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의
해 시그니처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와일드카드 문자 *를 입력하십시오.

작업 이벤트나 공격이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작업.
• 차단
이벤트나 공격을 식별하여 차단하고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기록합니다. 심각도가 높은 경
우 이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 허용
이벤트나 공격을 식별하여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기록합니다.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려면 이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 패킷 로그에 쓰기
이벤트나 공격을 클라이언트의 패킷 로그에 기록합니다. 패킷 로그에는 트랜잭션의 덤프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관리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의 정규 표현식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에 정규 표현식(regex)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의
용법은 표준 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IPS 정규 표현식

사용자 정의 IPS의 경우 정규 표현식은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regexpcontent="string value" (offset, depth)opt

오프셋 패킷 데이터에서 IPS 엔진이 시그니처 패턴 일치를 검사하는 바이트의 시작 위치를 지정합니다.
단계 IPS 엔진이 시그니처 패턴 일치를 검사하는 패킷 데이터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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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C 및 H 옵션이 포함됩니다.
• C 옵션을 사용하면 정규 표현식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H 옵션은 HTTP 디코딩을 지정합니다.
•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 패킷이 일치됩니다.

사용자 정의 IPS의 경우 정규 표현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원합니다.

• 다중 regexpcontent
• 대소문자 구분
• 바이너리 형식
형식은 \x 또는 \X와 함께 2자리 16진수를 씁니다(예: \xA9).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규 표현식

응용 프로그램 제어용 정규 표현식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의 경우 일부 구문이 일반적인 정규 표현식 구문과 다릅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정규 표현식 기능이 지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 표현식 패턴에서 독창적인 응용 프로그램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 정규 표현식 구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서 표준 구문과 다릅니다.

• 이스케이프 처리된 괄호는 그룹을 정의합니다. 이스케이프 처리되지 않은 괄호는 리터럴 문자로 해석됩니다.
• 시작 앵커와 종료 앵커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표현식에 수동으로 앵커를 추가하는 경우 앵커가 리터럴 문자로 취급됩
니다.

사용자 정의 IPS 및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위한 정규 표현식 구문 표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의 예를 보여 줍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정규 표현식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문자 클래스 \d, \w 및 \s와 역방향 버전인 \D, \W 및 \S.
대신 \d의 경우 [0-9], \w의 경우 [a-z0-9_]와 같이 영숫자 세트를 사용하십시오.

• 중괄호 한정자 {nn} 및 {nn,nn}.
대신 원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XYZ]{3} 대신 [XYZ][XYZ][XYZ]를 사용하십시오.

• "0개 또는 1개의 임의 문자"를 나타내는 선택적 한정자 ?.
일부 경우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응용 프로그램 제어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문자로 레지스트리 값 문자열 가져오기.
예를 들어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rogramFilesDir#\
\Messenger\\msmsgs\.exe를 사용하면 Program Files가 다른 이름일 수 있는 현지화된 운영 체제에서
msmsgs.exe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 문자로 환경 변수 가져오기.
예를 들어 %windir%\\winhlp32\.exe는 Windows 폴더가 다른 이름이거나 대체 드라이브에 위치한 경우에도
winhlp32.exe와 일치합니다.

NOTE

리터럴 문자 %와 일치시키려면 %%를 사용하십시오.

정규 표현식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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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08: 사용자 정의 IPS 및 응용 프로그램 제어를 위한 정규 표현식 구문

기호 설명

문자 해당 문자 자체를 의미합니다. 단, 다음 특수 문자(메타 문자) 중 하나일 경우는 해당 문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정의 IPS: . \ [ ] * + ^ $
• 응용 프로그램 제어: . \ [ ] * +

#### ### ###
# ## ### ###
###.

임의의 한 문자와 일치합니다.

\ 뒤에 오는 문자를 의미하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왼쪽 괄호 또는 오른쪽 괄호: ( )
• 왼쪽 각괄호 또는 오른쪽 각괄호: [ ]
• 1~9까지의 숫자
\ 문자는 모든 기타 메타 문자를 위한 이스케이프 문자로 사용되며 그 자체로도 사용됩니다. 세트에서 사용될 경우 \
문자는 일반 문자로 취급됩니다.

[##] [^##] 세트에 포함된 문자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세트의 첫 번째 문자가 ^인 경우 세트에 포함되지 않은 문자와 일치합니다. 즉, 세트의 보수입니다. S와 E를 포함하여
S에서 E까지의 문자 세트를 지정할 때 축약 형태로 S-E를 사용합니다. 세트의 첫 번째 문자에 특수 문자 ] 및 -가 있
는 경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예:
• [a-z]: 모든 알파벳 문자를 의미합니다.
• [^]-]: ] 및 -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 [^A-Z]: 알파벳 문자(IPS의 경우 대문자 알파벳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 [a-zA-Z]: 모든 알파벳 문자를 의미합니다. [a-z] 또는 [A-Z]와 동일합니다.

* 이 표의 처음 네 행에 있는 정규 표현식 뒤에 * 문자를 붙이면 해당 형식과 0개 이상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는 해당 형식과 1개 이상 일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와 같습니다.
\(form\) 지원되는 구문의 \(형식\) 정규 표현식은 형식 과 일치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패턴 치환을 위한 \단일 숫자

에 사용되는 형식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단일 숫자 부분은 1~9 사이의 숫자입니다. 태그된 형식은 구문의 시작 부분부
터 차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예:
• \(xxx\)[1-3]은 xxx1 또는 xxx2 또는 xxx3에 해당합니다.
이스케이프 처리되지 않은 괄호는 리터럴 문자로 해석됩니다. 예:
• C:\\Program Files (x86)\\test\\test\.exe는 C:\Program Files (x86) 내의 검색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single digit 이전에 태그된 \(form\)과 일치하는 모든 항목과 일치합니다. 숫자는 치환과 일치할 태그된 형식을 나타냅니다. 괄호
가 백슬래시로 이스케이프 처리되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이스케이프 처리되지 않은 괄호는 문자 그대로 해석됩
니다.
다음의 첫 번째 예에서 \(xxx\)는 1로 태그됩니다. 두 번째 예에서 \(yy\)는 1로 태그되고, (zz\)는 2로 태그됩니
다.
• \(xxx\)[1-3]\1은 xxx1xxx 또는 xxx2xxx 또는 xxx3xxx에 해당합니다.
• \(yy\)X\(zz\)[1-3]\2\1은 yyXzz1zzyy 또는 yyXzz2zzyy 또는 yyXzz3zzyy에 해당합니다.

\<
\>

\<로 시작하는 정규 표현식은 패턴 일치 검사를 단어의 시작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제한합니다. \>로 끝나는 정규 표
현식은 패턴 일치 검사를 단어의 끝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기호를 함께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문자 A-Z, a-z, 0-9 및 _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문자열로 정의됩니다.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자는 기
호 앞에 오거나 뒤에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Symantec.\>.* 구문은 ...ABC Symantec 123...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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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
$

^ 문자로 시작 및/또는 $ 문자로 끝나는 정규 표현식. 이러한 앵커 문자는 줄의 시작 또는 줄의 끝으로 패턴 일치를 제
한합니다. 패턴의 다른 부분에 있는 ^ 및 $는 일반 문자로 취급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어의 경우 이러한 앵커 문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 용어의 시작과 끝에 자동으로 앵커 문
자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별도로 추가하는 경우 문자 그대로 해석됩니다.
예:
• c:\\file\.txt는 c:\file.txt와는 일치하지만 c:\\file\.txt$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 *\\notepad\.exe는 모든 폴더에서 notepad.exe와 일치하지만 notepad\.exe는 어떠한 폴더에서도

notepad.exe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되는 앵커 문자로 인해 파일의 전체 경로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
다.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시그니처 구문
시그니처 구문 및 규칙

각 IPS 시그니처에 대한 컨텐츠를 작성하면 다음 구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rule protocol-type, [protocol-options,] [ip-protocol options,] "msg", "content"...

각 시그니처는 rule 키워드로 시작해야 하며 프로토콜 유형 인수, 프로토콜 옵션, IP 프로토콜 옵션, msg 인수 및 컨텐츠 인
수가 뒤에 와야 합니다. 선택적인 인수는 대괄호 안에 쓰여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있는 정보만 입력하고 대괄호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인수 뒤에 생략 부호가 있는 것은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연산자 및 정규식을 사용하여 인수에 정보
를 제공합니다.

프로토콜 유형 인수

시그니처의 프로토콜 유형 인수 부분은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하여 프로토콜 유형을 정의합니다.

protocol-type

여기에서 protocol-type은 다음 매개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 tcp

• udp

• icmp

프로토콜 유형은 rule 바로 다음에 와야 합니다.

예:

rule udp

각 tcp, udp 및 icmp 프로토콜 유형은 해당 유형의 선택적 인수 세트를 지원합니다.

TCP 프로토콜 인수

TCP 프로토콜에 대한 추가 상세 내역은 RFC 793을 참조하십시오.

https://tools.ietf.org/html/rfc793(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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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09: TCP 프로토콜 인수

속성 설명 구문

source 원본 TCP 포트 source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0에서 65535 사이의 부호가 없는 16비트 숫자입니다.
예:
source=(180,2100)
값은 괄호 안에 써야 합니다. 0은 모든 포트를 나타냅니다.
2개의 포트 값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하여 포트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3-5는 3, 4,
5번 포트입니다). 여러 포트를 지정할 때는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est 대상 TCP 포트 dest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0에서 65535 사이의 부호가 없는 16비트 숫자입니다.
예:
dest=(120,125)
값은 괄호 안에 써야 합니다. 0은 모든 포트를 나타냅니다.
2개의 포트 값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하여 일정 범위의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3-5
는 3, 4, 5번 포트입니다). 여러 포트를 지정할 때는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cp_flag 패킷 내에 존재하는 TCP
플래그

tcp_flag operator flag|[flag]...
여기에서 flag는 다음 매개 변수 중 하나입니다.
• fin: 데이터 끝
• syn: 시퀀스 번호 동기화
• rst: 연결 재설정
• psh: 함수 푸시(Push)
• ack: 중요한 승인 필드
• urg: 중요한 긴급 포인터 필드
• 0: 모든 플래그 일치
예:
tcp_flag&ack|ps
대부분의 tcp_flag 테스트는 &(비트 단위 AND) 연산자를 마스크로 사용합니다(패킷에 지
정된 플래그 세트가 있어야 하나 다른 플래그 세트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함).
플래그 사이에 파이프 문자(|)를 써서 하나의 테스트에 여러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 TCP 창 크기 window operator size
여기에서 operator size는 0에서 65535 사이의 부호가 없는 16비트 숫자입니다.
예:
window=16384

UDP 프로토콜 인수

UDP 프로토콜에 대한 추가 상세 내역은 RFC 768을 참고하십시오.

https://tools.ietf.org/html/rfc768(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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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0: UDP 프로토콜 인수

속성 설명 구문

source 발생지 UDP 포트 source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0에서 65535 사이의 부호가 없는 16비
트 숫자입니다.
예:
source=(180,2100)
값은 괄호 안에 써야 합니다. 0은 모든 포트를 나타냅니다.
2개의 포트 값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하여 일정 범위의 포
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3-5는 3, 4, 5번 포트입니다).
여러 포트를 지정할 때는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est 목적지 UDP 포트 dest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0에서 65535 사이의 부호가 없는 16비
트 숫자입니다.
예:
dest=(120)
값은 괄호 안에 써야 합니다. 0은 모든 포트를 나타냅니다.
2개의 포트 값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하여 일정 범위의 포
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3-5는 3, 4, 5번 포트입니다).
여러 포트를 지정할 때는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CMP 프로토콜 인수

유효한 ICMP 프로토콜 유형과 코드 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FC 792와 1256을 참고하십시오.

• https://tools.ietf.org/html/rfc792(영문)
• https://tools.ietf.org/html/rfc1256(영문)

ICMP 규칙에는 ICMPv4 및 ICMPv6이 지원됩니다.

ICMPv6은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Table 511: ICMP 프로토콜 인수

속성 설명 구문

유형 ICMP 프로토콜 유형 type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0에서 255 사이의 부호가 없는 8비트
숫자입니다.
예: type=0

code ICMP 프로토콜 유형 code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0에서 255 사이의 부호가 없는 8비트
숫자입니다.
예:
code<=10

IP 프로토콜 인수

IP 프로토콜 인수는 프로토콜 유형 인수와 무관하며 TCP, UDP 및 ICMP 프로토콜 유형에 유효합니다.

IP 프로토콜에 대한 추가 상세 내역은 RFC 791을 참고하십시오.

https://tools.ietf.org/html/rfc791(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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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2: IP 프로토콜 인수

속성 설명 구문

saddr 발생지 IP 주소 saddr=(value/CIDR)
여기서
• value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IP 주
소를 지정하는 IPv4 또는 IPv6 주소이거나 변수
$LOCALHOST입니다.
IPv6은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 CIDR은 등급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Classless Inter-
Domain Routing) 표기법으로서 네트워크 접두사에 몇
비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예:
saddr=(127.0.0.0/25)
이 경우 고유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해 25비트의 IPv4 주
소가 사용되고 나머지 비트는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
용됩니다.
saddr=(2001:0db8::0001/32)
이 경우 고유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해 32비트의 IPv6 주
소가 사용되고 나머지 비트는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
용됩니다.

daddr 대상 IP 주소 daddr=(value/CIDR)
여기서
• value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IP 주
소를 지정하는 IPv4 또는 IPv6 주소이거나 변수
$LOCALHOST입니다.
IPv6은 버전 14.2부터 지원됩니다.

• CIDR은 등급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Classless Inter-
Domain Routing) 표기법으로서 네트워크 접두사에 몇
비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예:
daddr=(128.0.0.0/4)
이 경우 고유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해 4비트의 IPv4가
사용되고 나머지 비트는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
니다.
daddr=(2001:0db8::0002/120)
이 경우 고유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해 120비트의 IPv6
주소가 사용되고 나머지 비트는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tos 패킷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 플래그의 유형
이 속성은 IPv4 주소에만 적용됩니다.

tos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10진수, 16진수 또는 8진수 형식의 상
수입니다.
예:
tos=0x4
유효한 IP tos 값을 보려면 유효한 IP tos 값을 참조하십시
오.
패킷 내에 있는 여러 IP tos 값을 테스트하려면 tos 인수가
테스트할 값들의 합계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산
자는 = 또는 &입니다. 이러한 플래그는 파이프 문자(|)를
사용하여 결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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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구문

tot_len 패킷의 총 길이
이 속성은 IPv4 주소에만 적용됩니다.

tot_len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패킷의 총 길이를 지정하는 0~65535
사이의 16비트 숫자입니다.
예:
tot_len>1445
테스트할 길이를 올바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정할
때 rule 프로토콜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각 프
로토콜 유형의 tot_len 계산에 도움이 되는 헤더 길이는 다
음과 같습니다.
TCP: 20~60 바이트
UDP: 8 바이트
ICMP: 8~20 바이트

ttl 패킷의 실행 시간(TTL)
이 속성은 IPv4 주소에만 적용됩니다.

ttl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패킷의 실행 시간 특성을 지정하는
0~255 사이의 8비트 숫자입니다.

ip_flag 패킷의 조각화 오프셋 값
이 속성은 IPv4 주소에만 적용됩니다.

ip_flag operator value
여기에서 value는 패킷 내 조각화 오프셋 값을 지정하는
13비트 값입니다.
IP 조각화 오프셋은 8바이트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각화 오프셋 내의 각 비트 값은 3비트를 나타냅니다.

Table 513: 유효한 IP tos 값

십진수 16진수 옵션

2 0x2 비용 최소화
4 0x4 신뢰성 최대화
8 0x8 처리 속도 최대화
24 0x18 지연 시간 최소화

Msg 인수

IPS 시그니처가 패킷 컨텐츠를 해당 규칙의 테스트 조건과 성공적으로 일치시키면 메시지가 msg 인수에 지정됩니다. Msg
인수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보안 로그에 모두 나타납니다. 각 IPS 시그니처에는 하나의 msg 인수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문:

msg="alert message"

알림 메시지는 큰따옴표 안에 써야 하며 마침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작은따옴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림 메시지의
목적은 관리자가 보안 로그를 검토하여 네트워크상의 이벤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IPS 시
그니처의 msg 인수 안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알림 메시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

msg="IIS Unicode Transversal Vulnerability"

컨텐츠 인수

컨텐츠 인수는 패킷 안에서 찾아야 할 패턴을 지정합니다. 컨텐츠 인수는 하나의 IPS 시그니처 안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
니다. 컨텐츠 값은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작은따옴표('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conten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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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value는 문자열 또는 바이너리 문자열로 지정되는 패턴으로 따옴표 안에 써야 합니다.

문자열은 공백을 포함한 연속적인 문자 그룹입니다. 문자열에는 따옴표("), 백슬래시(\) 또는 새로운 줄 문자 이스케이프 시
퀀스(\n)를 제외한 모든 문자가 포함됩니다. 예:

content="system32"

바이너리 문자열은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연속적인 바이트의 그룹으로 각 바이트 앞에는 이스케이프 시퀀스 \x가 옵니
다. 예:

content="\x04\x20\x20\x20\xBF"

이 예제에서는 컨텐츠를 바이너리 문자열 "\x04\x20\x20\x20\xBF"로 지정합니다.

문자열을 바이너리 문자열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

content="\x0DLocation\x3A"

선택적인 컨텐츠 인수

컨텐츠를 더 자세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적인 컨텐츠 인수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소문자 구분
• HTTP 디코딩
• 깊이 및 오프셋

대소문자 구분

각 컨텐츠 인수에서 선택적으로 C 대소문자 구분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래그를 사용하는 경우 컨텐츠 인수 패
턴 문자열은 대소문자가 패킷에 있는 데이터의 대소문자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ent="value"C

content="\x0DLocation\x3A"C

HTTP 디코딩

각 컨텐츠 인수에서 선택적인 HTTP H 디코딩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 HTTP 디코딩 플래그를 사용할 경우 인코딩
된 문자는 패턴 일치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바이너리 문자열로 전환됩니다. 또한 C 대소문자 구분 플래그 뒤에 HTTP H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 URI는 인코딩된 문자를 사용합니다. 패턴 일치 검사를 수행하여 정규화되면 정규화된 데이터
를 컨텐츠 인수 내의 바이너리 또는 문자열과 비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H 플래그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응용 프
로그램과 관련된 TCP 규칙에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ent="value"H

content="\x6f\x6e\x4c\x6f\x61\x64\x3d\x22\x61\x6c\x65\x72\x74\x28"H

오프셋 및 단계

오프셋 값 및 단계 값을 컨텐츠의 선택적 인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값을 먼저 지정한 후에 단계 값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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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value"(offset,depth)

구문 설명

value 문자열 또는 바이너리 문자열로 지정되는 패턴은 따옴표 안에 써야 합니다.
### 십진수 형식의 양의 정수.

오프셋은 패턴 일치 검사를 시작할 대체 위치를 지정합니다. 또한 오프셋은 시그니처가 패턴 일치 검사를 수행하기 전
에 생략할 바이트 수를 지정합니다.
오프셋 인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값이 0인 경우 컨텐츠 인수 패턴은 일치하는 항목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패턴이 일
치하는 것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패킷 페이로드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컨텐츠
• 첫 번째 컨텐츠 인수의 프로토콜 헤더 다음에 오는 패킷 부분
각 성공적인 컨텐츠 인수는 이전 패턴 일치 검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패턴 일치 검사를 시작합니다.

## 십진수 형식의 양의 정수. 단계는 컨텐츠 인수 내의 패턴에 대한 일치 검사를 시도할 때 검색할 최대 바이트 수를 지정
합니다.
단계 인수의 값이 0일 경우 컨텐츠 인수에 포함된 패턴은 오프셋에서 패킷의 끝까지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려고 시도
합니다. 단계 인수 값은 컨텐츠 인수에서 일치 패턴으로 지정한 바이트 수보다 커야 합니다.

content="\x04\x20\x20\x20\xBF"(4,5)

이 예제의 경우 이전 패턴 일치 부분 또는 패킷 페이로드의 시작 부분에서 앞으로 4바이트를 건너뜁니다. 그런 다음 5바이
트를 컨텐츠 인수에 포함된 바이너리 문자열과 비교합니다.

Streamdepth 인수

streamdepth 인수를 사용하여 침입 차단 규칙이 시그니처를 확인하는 스트림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streamdepth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침입 차단 규칙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treamdepth 인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구문:

streamdepth=value

예를 들어 1MB 스트림의 처음 10KB에 시그니처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reamdepth=10240

이 streamdepth 값이 적용된 침입 차단 규칙은 파일 다운로드 시 10KB를 초과하는 스트림에 대한 시그니처 검사를 중지합
니다. 검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성능이 향상됩니다.

streamdepth를 0으로 설정하면 전체 스트림에 대한 규칙이 침입 차단에 적용됩니다.

지원하는 연산자

시그니처 구문 내의 인수들 중 대다수는 연산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연산자는 해당 유형의 시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할 테
스트 유형을 표시합니다.

IPS 시그니처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서는 지원되는 연산자를 설명합니다.

Table 514: IPS 시그니처에 사용된 지원하는 연산자

연산자 설명

< 미만
> 초과
= 동일
& 비트 단위 AND

시그니처 라이브러리에서는 앰퍼샌드 기호인 &를 나타낼 때 HTML의 &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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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 설명

>= 이상

샘플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구문

샘플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생성하여 웹 브라우저 또는 FTP를 통해 MP3 파일에 액세스하고 다운로드하려는 시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MP3 파일은 그 형식 탓에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TCP 패킷을 확인하여 MP3 파일을 가져오
는 데 사용되는 명령과 프로토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위한 구문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MP3 파일을 탐지한 다음 이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려면 두 개의 시그니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시그니처는 HTTP 서비
스를 통해 MP3 파일을 탐지합니다. 두 번째 시그니처는 FTP 서비스를 통해 MP3 파일을 탐지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를 생성할 때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시그니처의 컨텐츠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rule protocol-type, [protocol-options,] [ip-protocol

option,] msg, content...

HTTP 또는 FTP 세션 중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교환합니다. 정보는 서버의 해당 서비스에 들어오는 TCP 패킷에
포함됩니다. HTTP 서비스는 포트 80을 사용하고 FTP 서비스는 포트 21을 사용합니다. TCP 패킷에는 페이로드 구성 요소
의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HTTP GET 명령을 사용하여 MP3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FTP 클라이언트는 FTP RETR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FTP 명령은 MGET 명령을 사용하여 여러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파일 이름과 각
각의 mp3 확장자는 두 요청에 모두 있습니다. 두 프로토콜 모두 [CR][LF] 문자를 삽입하여 요청의 끝을 표시합니다.

시그니처 구문에는 차단해야 하는 특정 명령을 식별하는 정규 표현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규 표현식은 패킷의 컨텐츠와 대조되는 문자 패턴입니다. 차단하려는 명령은 이러한 패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파
일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명령과 파일 이름 사이의 알 수 없는 문자 수를 일치시킬 수 있습
니다. 명령은 소문자여야 하지만 파일 확장자는 대/소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의 정규 표현식

HTTP 시그니처의 컨텐츠에는 다음 구문이 포함됩니다.

rule tcp, dest=(80,443), saddr=$LOCALHOST, 

msg="MP3 GET in HTTP detected", 

regexpcontent="[Gg][Ee][Tt] .*[Mm][Pp]3 .*"

FTP 시그니처의 컨텐츠에는 다음 구문이 포함됩니다.

rule tcp, dest=(21), tcp_flag&ack, saddr=$LOCALHOST, 

msg="MP3 GET in FTP detected", 

regexpcontent="[Rr][Ee][Tt][Rr] .*[Mm][Pp]3\x0d\x0a"

HTTP 시그니처 및 FTP 시그니처 구문에서는 HTTP 시그니처 및 FTP 시그니처의 구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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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5: HTTP 시그니처 및 FTP 시그니처 구문

사용할 구문 수행할 태스크

HTTP 시그니처:
rule tcp dest=(80,443)

FTP 시그니처:
rule tcp dest=(21)

패킷 기반 엔진에 검색할 트래픽을 알려 줍니다. 이 방법으로 엔진은 불필요한 트래픽을 검색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리소스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패킷 기반 엔진의 효과
도 높아집니다.
이 인수는 대상 포트를 HTTP 서비스의 경우 80 및 443으로, FTP 서비스의 경우 21로 제한합니
다.

FTP 시그니처:
tcp_flag&ack

오탐지를 줄입니다.

saddr=$LOCALHOST 요청의 출발지가 호스트인지 확인합니다.

HTTP 시그니처:
msg="MP3 GET in HTTP"

FTP 시그니처:
msg="MP3 GET in FTP"

시그니처가 트리거될 때 시그니처에 대한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름은 보안 로그에 표시됩니다. 로
그에서 트리거된 시그니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문자열을 사용하십시오.

HTTP 시그니처:
regexpcontent="[Gg][Ee]

[Tt] 

.*[Mm][Pp]3 .*"

FTP 시그니처:
regexpcontent="[Rr][Ee][Tt]

[Rr] 

.*[Mm][Pp]3\x0d\x0a"

HTTP 트래픽 또는 FTP 트래픽의 이 문자열을 TCP 패킷의 페이로드와 대조합니다. 오탐지를 줄
이려면 이 인수를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문자열은 TCP 패킷의 ASCII 텍스트를 대조합니다(HTTP 시그니처의 경우 "GET [.*].mp3[CR]
[LF]", FTP 시그니처의 경우 "RETR [.*].mp3[CR][LF]").
문자열은 텍스트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작성됩니다.

사용자 정의 IPS 시그니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규칙의 정규 표현식

메모리 악용 완화 설정
메모리 악용 완화 정책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적용하거나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 전에 다음 탭을 사용하여 메모리 악용 완
화 정책을 테스트하십시오. MEM(메모리 악용 완화)은 악용 요소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악용 요소가 공격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악용 요소를 차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완화 기술로 인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탐지로 인해 클라이언트 시
스템이 악용 요소가 아닌 프로세스를 차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악용 완화 실행
메모리 악용 완화를 완전히 실행 중지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예기치 않게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
는 마지막 방법으로 메모리 악용 완화를 실행 중지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옵션을 다시 실행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특정 완화 기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완료되면 메모리 악용 완화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규칙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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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6: 완화 기술 탭

설정 설명

모든 기술에 대한 보호 작업
을 로그만으로 설정

모든 완화 기술에 대한 보호 작업을 실행 중지하고 기술이 응용 프로그램에 수행하는 이벤트를 기록합니
다. 이 작업은 각 특정 기술에 사용하는 기본 작업을 재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종료한 응용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킨 기술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기술은 이 설정을 무시하고 현재 작업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 ForceDEP
• ForceASLR
• EnhASLR
• NullProt
MEM은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에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완화 기술 선택 MEM이 여러 유형의 기술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악용 요소를 처리
합니다. 일부 기술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된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기술을 알고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각 완화 기술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메모리 악용 완화 기술

이 목록의 모든 응용 프로그
램에 대한 보호 작업 선택

특정 완화 기술로 보호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작업을 재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모든 클라이언트에 롤아웃하기 전에 감사 모드에서 기술을 테스트하려는 경우
• 오탐지인 범위가 의도치 않은 동작을 야기했으므로 범위를 실행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기본값(예) 및 예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악용 요소를 차단하고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
에 이벤트를 기록하여 클라이언트를 보호합니다.

• 아니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악용 요소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거나 이벤트를 기록
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완화 기술이 응용 프로그램과 충돌하거나 추정되는 악용 요소가 오탐지임이
확인된 후에만 사용하십시오. 시만텍 보안 연구소에 충돌을 통지하십시오. 시만텍이 문제를 해결하면
작업을 예로 변경하여 보호 작업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 로그만
응용 프로그램 또는 악용 요소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지만 이벤트는 기록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호되
지 않습니다. 완화 기술이 MEM과 응용 프로그램의 예기치 않은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았
는지 테스트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은(는) 네트워크 및
호스트 악용 > 메모리 악용 완화 로그에 모든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시만텍이 문제를 해결하면 작업을
예로 전환하십시오.

<technique>에 의해 보호
되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의 작업 선택

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 작업을 변경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로그만 모드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완화 기술을 테
스트하려고 합니다.

• 오탐지인 범위가 의도치 않은 동작을 야기했으므로 범위를 실행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able 517: 응용 프로그램 규칙 탭

설정 설명

응용 프로그램 규칙 기술에 관계없이 MEM을 통해 보호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이 탭을 사용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를 야기한 기술을 모르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보호 작업을 실행 중지하면 메모
리 악용 완화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보호하거나 이벤
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LiveUpdate를 실행해야 목록에 응용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 최신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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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악용 완화
메모리 악용 완화는 Windows 시스템에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자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을 중지합니다. 메모
리 악용 완화는 다양한 완화 기술을 사용하여 악용 시도를 탐지합니다. 각 기술은 악용 요소를 차단하거나 악용 요소가 위협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정책
요구 사항
효력이 발생하려면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책에 추가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클라이
언트 시스템이 컴플라이언스 검사는 실행하지만 요구 사항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의된 요구 사항,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또는 템플릿의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추가하면 실행됩니다.

목록에서 요구 사항을 위아래로 이동하여 요구 사항이 실행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설치 후 재시작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위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정을 위해 재시작이 필요한 요구 사항은 반드시 마지막에 수행되도록
순서를 설정해야 합니다.

Table 518: 새 요구 사항 설정

설정 설명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항상
수행함

테스트 단계가 끝나면 이 항목을 선택하여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관리 서버에 연결된 경우에만
호스트 무결성 검사 수행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검사합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
지 않음

요구 사항 세부 조정을 완료하는 동안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 중지합니다. 개별 요구 사항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추가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할 새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추가하십시오.

효력이 발생하려면 먼저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추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고급 설정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호스트 무결성 검사, 교정 및 통지에 대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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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9: 호스트 무결성 고급 설정

설정 설명

호스트 무결성 검사 옵
션

다음 호스트 무결성 검사 옵션을 지정합니다.
• 다음 기간마다 호스트 무결성 검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행하는 빈도를 지정합니다. 1에서 24855 사이의 정수를 입
력합니다.

• 다음 기간 동안 결과를 계속 확인
클라이언트가 이전 호스트 무결성 검사의 결과를 보관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일반적
으로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새로 수행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결과를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가 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안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1회 실패 후 요건을 계속 확인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무결성 정책에 지정된 순서대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검사합니다. 따라서 요구
사항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도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요구 사항을 검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요구 사항이 재조정되고 통과될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중지합니다.
각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더라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차단 요구 사항 및 방화벽 요구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실패해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통과합니다.

교정 대화 상자 옵션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첫 번째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실패한 경우 검사를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 새 호스트 무결성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테스트하려는 경우
• 시스템이 교정되는 동안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려는 경우
• 사용자가 다음에 대한 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
교정 작업을 연기할 수 있는 최소 시간 및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는 횟수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교정 파일의 다운로드 및 설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교정이 사용자 작업에 방해가 될
경우 이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텍스트 설정
클라이언트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재조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통지 • 호스트 무결성 상세 로그 표시

호스트 무결성 검사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서 로그
의 오른쪽 아래 창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정보에는 특정 레지스트리 키처럼 요구 사항이 검사하는 조건이 포
함됩니다. 관리 서버에서 정보를 보려면 모니터 > 로그 > 컴플라이언스 > 클라이언트 호스트 무결성을 누르
십시오.

•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실패하면 통지 메시지 표시
사용자들에게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통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실패한 이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면 통지 메시지 표시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실패하고 사용자가 재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다시 실
행한 상태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실패 이후에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외에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
서는 관리 서버에 항목을 생성합니다(모니터 > 로그 > 컴플라이언스 > 클라이언트 호스트 무결성). 통지는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도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조건 선택
이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에 논리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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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0: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키워드

키워드 설명

아래에 구문을 삽입하십
시오.

IF..THEN 구문, 함수, 반환 값 또는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F..THEN 구문을 추가할 경우 오른쪽 필드에
조건을 추가합니다.

IF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구 사항이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
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IF 노드는 비워 둘 수 없습니다. IF 구문을 제거해야 하면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삭
제를 누르십시오.

THEN IF 구문으로 선택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 실행, 레지스트리 값 설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ND IF 모든 IF..THEN 구문은 END IF로 끝납니다. IF..THEN 구문이 실행된 후 END IF를 따르는 구문이 실행됩니
다.
IF..THEN 구문을 기존 구문과 같은 수준에 추가하려면 END IF를 선택하십시오. 중첩된 IF..THEN 구문을 추
가하려면 추가할 줄을 선택하십시오.

TOGGLE NOT 조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NOT 전환을 누르십시오.
ELSE 지정된 조건이 false로 평가될 때마다 실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통과 또는 반환 요구 사항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패하는지 또는 통과하는지 지정합니다.
주석 스크립트가 수행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이 창을 사용하여 호스트 무결성에 대한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을 만듭니다.

Table 521: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키워드

키워드 설명

아래에 구문을 삽입하십
시오.

IF..THEN 구문, 함수, 반환 값 또는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F..THEN 구문을 추가할 경우 오른쪽 필드에
조건을 추가합니다.

IF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구 사항이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
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IF 노드는 비워 둘 수 없습니다. IF 구문을 제거해야 하면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삭
제를 누르십시오.

THEN IF 구문으로 선택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 실행, 레지스트리 값 설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ND IF 모든 IF..THEN 구문은 END IF로 끝납니다. IF..THEN 구문이 실행된 후 END IF를 따르는 구문이 실행됩니
다.
IF..THEN 구문을 기존 구문과 같은 수준에 추가하려면 END IF를 선택하십시오. 중첩된 IF..THEN 구문을 추
가하려면 추가할 줄을 선택하십시오.

TOGGLE NOT 조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NOT 전환을 누르십시오.
ELSE 지정된 조건이 false로 평가될 때마다 실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통과 또는 반환 요구 사항이 호스트 무결성 검사를 실패하는지 또는 통과하는지 지정합니다.
주석 스크립트가 수행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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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사용자 정의된 요건 스크립트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사용자 정의된 요건 스크립트
IF..THEN 조건의 결과로 요구 사항이 통과하기를 원하면 ##를 사용합니다.

IF..THEN 조건의 결과로 요구 사항이 실패하기를 원하면 ##를 사용합니다.

요구 사항 추가: 바이러스 차단 요구 사항
바이러스 차단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 설치되고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Table 522: 바이러스 차단 요구 사항

설정 설명

설치 및 실행 중이어야 하는 바이러스 차단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모든 바이러스 차단 제품을 누르면 드롭다운 목록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 사항을 충
족하게 됩니다. 교정을 설정할 옵션은 없습니다.
특정 바이러스 차단 응용 프로그램을 눌렀지만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교정 옵션을 설정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바이러스 차단 응용 프로그램 설치

클라이언트가 누락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교정을 설정합니다.
•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차단을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옵션을 실행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다운로드 URL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할지 또는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할지 지정합니
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비워둡니다. 설
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려면 %F%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정을 위한 파일 위치 및 실행 명령 지정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중이 아닐 경우
Antivirus 시작

응용 프로그램 설치 후 시작합니다. 명령 실행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명령을 입
력합니다.

바이러스 차단 시그니처 파일 검사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시그니처 파일의 최대 사용 기간 지정
시그니처 파일 기간의 상대적 시간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그니처 파일 날짜 확인
시그니처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시그니처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오래된 경우 시그니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Note:  파일의 마지막 수정 날짜에 따라 시그니처 파일 기간이 결정됩니다.
• 명령 실행

%F%를 입력합니다.
바이러스 차단 감염 상태 확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바이러스 차단 검사가 실행되었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감

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실행되는 Windows 컴퓨터
만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실패할 경우 다시 다운로드를 시
도할 때까지 대기 시간 지정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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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교정을 위해 다운로
드를 취소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작업에 방해될 경우 교정을 취소
하거나 지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경우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러나 교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옵션은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 실패하더라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네트
워크에 연결하도록 허용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기
록됩니다.

요구 사항 추가: 스파이웨어 차단 요건
클라이언트에서 스파이웨어 차단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Table 523: 스파이웨어 차단 요구 사항

설정 설명

설치 및 실행 중이어야 하는 스파이
웨어 차단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모든 스파이웨어 차단 제품을 누르면 드롭다운 목록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게
됩니다. 교정을 설정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스파이웨어 차단 설치

클라이언트가 누락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교정을 설정합니다.
•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스파이웨어 차단을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옵션을 실행하여 해당 응
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다운로드 URL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할지 또는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할지 지정합니다. 클라이
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비워둡니다.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
하도록 하려면 %F%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정을 위한 파일 위치 및 실행 명령 지정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중이 아닐 경
우 Antispyware 시작

응용 프로그램 설치 후 시작합니다. 명령 실행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명령을 입력합니다.

스파이웨어 차단 시그니처 파일 검
사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시그니처 파일의 최대 사용 기간 지정
시그니처 파일 기간의 상대적 시간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그니처 파일 날짜 확인
시그니처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시그니처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오래된 경우 시그니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위치
를 지정합니다.

Note:  파일의 마지막 수정 날짜에 따라 시그니처 파일 기간이 결정됩니다.
• 명령 실행

%F%를 입력합니다.
다운로드가 실패할 경우 다시 다운
로드를 시도할 때까지 대기 시간 지
정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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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교정을 위
해 다운로드를 취소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작업에 방해될 경우 교정을 취소하거나
지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경우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러나
교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옵션은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 실패하더라도 호스
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
결하도록 허용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기록됩니다.

요구 사항 추가: 패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맞는 패치가 있는지 검사하는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여러 운영
체제에 적용되는 하나의 패치가 있는 경우 모든 운영 체제를 하나의 요구 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WARNING

선택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패치와 일치하지 않는 운영 체제를 지정하면 요구 사항이 실패하게 됩니다.

Table 524: 패치 요구 사항

설정 설명

설치되어야 하는 패치 이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해야 하는 패치를 설명합니다.
패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KB12345). 이 필드에는 숫자와 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 체제에 패치 적용 패치를 설치해야 하는 운영 체제를 지정합니다.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패치
이름은 선택된 모든 운영 체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패치
설치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새 패치를 설치합니다. Microsoft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패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 확인란을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
을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필수 패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요구
사항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실패합니다.
•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패치를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옵션을 실행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다운로드 URL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할지 또는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할지 지정합니
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비워둡니다. 설
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려면 %F%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정을 위한 파일 위치 및 실행 명령 지정

프로그램 실행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로그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
다.
• 시스템 기준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로그온하지 않아도 됩니다.

• 로그인한 사용자 기준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로그온해야 합니다. 실행 명령줄은
전체 경로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운로드가 실패할 경우 다시 다운로드를 시
도할 때까지 대기 시간 지정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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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교정을 위해 다운로
드를 취소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작업에 방해될 경우 교정을 취소
하거나 지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경우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러나 교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옵션은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 실패하더라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네트
워크에 연결하도록 허용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기
록됩니다.

요건 추가: 서비스 팩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맞는 서비스 팩이 있는지 검사하는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여러 버전의 운영 체제에 적용되는 서비스 팩이 있는 경우 모두 하나의 요구 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 및 모
두 지우기를 사용하면 목록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레지스트리를 검사하거나 Windows API를 사용하여 지정된 서비스 팩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WARNING

선택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서비스 팩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운영 체제를 선택하면 요구 사항이 실패하게
됩니다.

Table 525: 서비스 팩 요구 사항

설정 설명

다음 운영 체제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최소 서비스 팩 번호 지정

서비스 팩 번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을 지정합니다. 번호는 1개 문자로 제한됩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는 운영 체제가 입력한 서비스 팩 번호
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비
스 팩 설치

지정된 서비스 팩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
•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비스 팩을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옵션을 실행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다운로드 URL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할지 또는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할지 지정합니
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비워둡니다. 설
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려면 %F%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정을 위한 파일 위치 및 실행 명령 지정

다운로드가 실패할 경우 다시 다운로드를 시
도할 때까지 대기 시간 지정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교정을 위해 다운로
드를 취소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작업에 방해될 경우 교정을 취소
하거나 지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경우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러나 교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옵션은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 실패하더라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네트
워크에 연결하도록 허용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기
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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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추가: 방화벽 요건
클라이언트에서 방화벽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Table 526: 방화벽 요구 사항

설정 설명

설치 및 실행 중이어야 하는 방화벽 응용 프
로그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지정된 방화벽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모든 방화벽 제품을 누르면 드롭다운 목록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게
됩니다. 교정을 설정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화
벽 설치

클라이언트가 누락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교정을 설정합니다.
•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옵션을 실행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다운로드 URL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할지 또는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할지 지정합니
다.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비워둡니다. 설
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려면 %F%를 입력하면 됩니다.
교정을 위한 파일 위치 및 실행 명령 지정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중이 아닐 경우 방화벽
시작

응용 프로그램 설치 후 시작합니다. 명령 실행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명령을 입
력합니다.

다운로드가 실패할 경우 다시 다운로드를 시
도할 때까지 대기 시간 지정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호스트 무결성 교정을 위해 다운로
드를 취소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작업에 방해될 경우 교정을 취소
하거나 지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실행 중지할 경우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러나 교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옵션은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 실패하더라도 호스트 무결성
검사에 통과하도록 허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이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네트
워크에 연결하도록 허용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요구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 기
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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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위한 파일 위치 및 실행 명령 지정
클라이언트가 누락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교정을 설정하려면 다운로드 위치 및 실행 명령을 지정합니
다.

다운로드 URL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다운로드할 설치 파일 또는 패키지의 위치를 지정할 때 다음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NC

\\servername\sharename\dirname\filename
대상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환경 탐색이 실행 중지되어 있으면 UNC 복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정에
UNC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환경 탐색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 FTP
FTP://ftp.ourftp.ourcompany.com/folder/filename

• HTTP
HTTP://www.ourwww.ourcompany.com/folder/filename

Windows의 설치 패키지나 파일은 항상 임시 디렉터리에 다운로드됩니다. 모든 관련 경로는 이 디렉터리를 참
조합니다. 임시 디렉터리는 TMP 환경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TMP 환경 변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TEMP 환경
변수가 있으면 TEMP 환경 변수에서 정의됩니다. 기본 디렉터리는 Windows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파일 실행의 경우 현재 작업 디렉터리가 항상 Windows 임시 디렉터리로 설정됩니다. 환경 변수는 실행 전에 대
체됩니다. Windows 디렉터리 경로는 %windir% 명령을 대체합니다.

명령 실행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할지 또는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할지 지정합니다.
•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설치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비워둡니다.
• 설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려면 %F%를 입력하면 됩니다.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할 명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누락된 응용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합니다. 실행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을 제공하여 명령을
지정합니다. FTP 및 UNC 경로가 지원됩니다. 변수 표현을 잘 알고 있으면 명령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경우 명령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구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WinZIP\winzip.exe -a -s %1 -r c:\temp

사전 정의된 호스트 무결성 요구 사항에 대한 교정 설정

바이러스 차단: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음
선택한 바이러스 차단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이러스 차단: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이 실행 중임
선택한 바이러스 차단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이러스 차단: 바이러스 차단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임
바이러스 차단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Table 527: 바이러스 차단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임 설정

설정 설명

바이러스 차단 이름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시그니처 파일의 사용 기간이 다음 일 수보
다 작은지 확인

시그니처 파일이 지정된 기간(일) 내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업로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기본 기간(일)은 7일이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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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시그니처 파일의 날짜 확인 시그니처 파일의 날짜가 지정된 날짜 및 시간보다 오래되었는지, 최근인지 또는 지정된 날
짜 및 시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기본 날짜는 현재 날짜이고 기본 시간은 00:00입니다.

스파이웨어 차단: 스파이웨어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음
선택한 스파이웨어 차단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파이웨어 차단: 스파이웨어 차단 프로그램이 실행 중임
선택한 스파이웨어 차단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Antispyware: 스파이웨어 차단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임
클라이언트의 스파이웨어 차단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Table 528: 스파이웨어 차단 시그니처 파일이 최신 상태임 설정

설정 설명

스파이웨어 차단 이름 스파이웨어 차단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시그니처 파일의 사용 기간이 다음 일 수보
다 작은지 확인

시그니처 파일이 지정된 기간(일) 내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업로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기본 기간(일)은 7일이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시그니처 파일의 날짜 확인 시그니처 파일의 날짜가 지정된 날짜 및 시간보다 오래되었는지, 최근인지 또는 지정된 날
짜 및 시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기본 날짜는 현재 날짜이고 기본 시간은 00:00입니다.

바이러스 차단: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바이러스 차단 검사가 실행되는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이 실행되는 Windows 컴퓨터만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음
선택한 방화벽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화벽: 방화벽이 실행 중임
선택한 방화벽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패치: 현재 서비스 팩을 지정한 버전과 비교
지정한 서비스 팩 번호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서비스 팩 번호를 비교합니다. 같음, 같지 않음, 보다 작음 또는 보다 큼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치: 패치가 설치되어 있음
지정한 패치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KB12345와 같은 패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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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필드에는 문자와 문자만 입력해야 합니다.

파일: 파일 기간을 다음과 비교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후 경과한 기간(일 또는 주)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파일 버전이 최신 상
태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일: 파일 날짜를 다음과 비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날짜가 지정된 날짜 및 시간보다 이후인지, 이전인지, 지정된 날짜 및 시
간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버전이 최신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입력 가능한 글자 수는 255자입니다.

파일: 파일 크기를 다음과 비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파일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크기가 특정 크기와 같은지, 같지 않은지, 더
작은지 아니면 더 큰지가 결정됩니다.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버전이 최신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
습니다.

파일: 파일 버전을 다음과 비교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파일 버전이 지정한 버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버전이 최신 상태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변수를 지정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하는 숫자와 같거나, 같지 않거나, 이보다 작거나, 큰 레지스트
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파일 다운로드 완료
지정한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사용자 정의 요구 사항 스크립
트의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 529: 파일 다운로드 완료 설정

설정 설명

파일 URL 다운로드할 파일의 URL을 지정합니다.
대상 폴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HTTP의 경우에만 인증 필요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FTP 또는

UNC 파일 공유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려면 익명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대상 사이트를 설정해
야 합니다. 추가로 보안을 높이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할 HTTP 서버를 설정하십시
오. HTTP 서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진행률 대화 상자 표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진행률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로 인해 이 요구 사
항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검사를 취소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
니다.

파일: 파일이 있음
특정 파일이 클라이언트의 지정된 경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 지정한 위치에 없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사본을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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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시스템 환경 변수 또는 레지스트리 값으로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파일 핑거프린트가 다음과 같음
클라이언트의 응용 프로그램 파일에 지정된 파일 핑거프린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핑거프린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있는 실행 파일이나 DLL의 체크섬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검색 대화 상자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경로, 파일 이름 및 파일 핑거프린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액
세스하려면 정책 > 응용 프로그램 검색을 누르십시오.

checksum.exe로 파일 핑거프린트 목록 생성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키가 있음
레지스트리 키 이름을 지정하여 존재 여부를 검사합니다.

NOTE

HKLM과 같은 축약형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지스트리 키는 항상 풀어 쓰십시오. 이 예에서는
HKLM 대신 HKEY_LOCAL_MACHINE을 사용하십시오.

Table 530: 레지스트리 키가 있음 설정

설정 설명

레지스트리 키 다음 레지스트리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값이 있음
레지스트리 키 값을 지정하여 지정된 값 이름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값의 형식은 DWORD, 문자열 또는 이진일 수 있습니
다.

NOTE

HKLM과 같은 축약형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지스트리 키는 항상 풀어 쓰십시오. 이 예에서는
HKLM 대신 HKEY_LOCAL_MACHINE을 사용하십시오.

Table 531: 레지스트리 값이 있음 설정

설정 설명

레지스트리 키 확인할 값 이름이 포함된 레지스트리 키를 지정합니다.
값 이름 값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값이 다음과 같음
레지스트리 키 이름과 값 이름을 지정하고 값을 비교할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값의 형식은 DWORD, 문자열 또는 이진일 수
있습니다.

NOTE

HKLM과 같은 축약형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지스트리 키는 항상 풀어 쓰십시오. 이 예에서는
HKLM 대신 HKEY_LOCAL_MACHINE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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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2: 레지스트리 값 설정

설정 설명

레지스트리 키 확인할 값 이름 및 유형이 포함된 레지스트리 키를 지정합니다.
값 이름 확인할 값 이름을 입력합니다.
비교 대상 데이터 표시되는 목록에 지정된 각 데이터 유형을 대상으로 값을 검사합니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값 설정
레지스트리 항목을 특정 값으로 설정합니다. 레지스트리 값 설정 기능은 값이 없는 경우 이를 생성합니다. 레지스트리 키 이
름과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HKLM과 같은 축약형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지스트리 키는 항상 풀어 쓰십시오. 이 예에서는
HKLM 대신 HKEY_LOCAL_MACHINE을 사용하십시오.

Table 533: 레지스트리 값 설정

설정 설명

레지스트리 키 확인할 값 이름 및 유형이 포함된 레지스트리 키를 지정합니다.
값 이름 사용할 값 이름을 입력합니다.
유형 및 데이터 지정 표시되는 목록에 지정된 값 유형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값 설정 성공
레지스트리 값 설정에 설정한 레지스트리 값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OTE

HKLM과 같은 축약형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지스트리 키는 항상 풀어 쓰십시오. 이 예에서는
HKLM 대신 HKEY_LOCAL_MACHINE을 사용하십시오.

Table 534: 레지스트리 값 설정

설정 설명

레지스트리 키 확인할 값 이름 및 유형이 포함된 레지스트리 키를 지정합니다.
값 이름 확인할 값 이름을 입력합니다.
유형 및 데이터 지정 표시되는 목록에 지정된 값 유형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DWORD 값 증가
레지스트리 DWORD 값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선택하면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이 n번 이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카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DWORD 값을 포함하는 키가 없으면 해당 키를 생성합니다.

NOTE

HKLM과 같은 축약형 레지스트리 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지스트리 키는 항상 풀어 쓰십시오. 이 예에서는
HKLM 대신 HKEY_LOCAL_MACHINE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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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5: 레지스트리 DWORD 값 증가 설정

설정 설명

레지스트리 키 확인할 DWORD 값 이름이 포함된 레지스트리 키를 지정합니다.
값 이름 0x000001과 같은 DWORD 값 이름을 확인합니다.

유틸리티: 시간 스탬프 확인
시간 스탬프 설정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합니다. 시간 스탬프 확인 조건을 사용하
여 시간 스탬프가 생성된 이후 지정된 시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 간격으로 호스트 무결
성 검사를 실행한 경우 더 긴 간격으로 작업을 실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된 시간 값이 제거됩니다. 시간
스탬프 설정으로 생성된 시간 스탬프가 없는 경우 이 기능은 True를 반환합니다.

유틸리티: 메시지 대화 상자 반환 값 = True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나타나는 메시지 상자를 구성합니다. 다양한 버튼 및 아이콘과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확인 또는 예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상자가 True 값을 반환합니다. 사용자가 아니요 또는 취소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상
자가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True 값 또는 False 값을 검색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응
답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전까지의 대기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틸리티: 운영 체제가 다음과 같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하는 운영 체제를 지정합니다. 하나의 운영 체제 또는 여러 운영 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는 지정된 운영 체제에서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패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유틸리티: 운영 체제 언어가 다음과 같음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의 언어 버전을 탐지합니다. 단일 언어 또는 여러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패치 및 업데
이트가 언어에 따라 다를 때 설치할 패치 및 업데이트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프로세스가 실행 중임
지정한 특정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조건을 사용하면 스크립트와 충돌할 수 있
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서비스가 실행 중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특정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면 서비스와 스크립트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파일 다운로드
파일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다운로드합니다. 클라이언트가 URL의 파일을 클라이언트의 대상 폴더로 다운로드하는 조건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뒤에 프로그램 실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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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6: 파일 다운로드 설정

설정 설명

파일 URL 파일을 다운로드할 URL을 지정합니다.
대상 폴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HTTP의 경우에만 인증 필요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FTP 또는

UNC 파일 공유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려면 익명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대상 서버를 설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안을 높이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할 HTTP 서버를 설정하십시오.
HTTP 서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진행률 대화 상자 표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진행률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로 인해 이 요구 사
항에 대한 호스트 무결성 검사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검사를 취소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
니다.

유틸리티: 메시지 기록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로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실행한 검사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릴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
과는 클라이언트의 보안 로그에도 표시되고 정보 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사용자 응답이 필요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메시지 대화 상자 표시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유틸리티: 메시지 대화 상자 표시

유틸리티: 프로그램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이 유틸리티는 파일 다운로드 유틸리티와 함께 사용될 때가 많습니
다.

Table 537: 프로그램 실행 설정

설정 설명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명령
지정

전체 경로를 포함하여 이 대화 상자에 입력한 명령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합니다. 환경 변수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로그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시스템 기준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로그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옵션은 클라이언트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즉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바이러
스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로그인한 사용자 기준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로그온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할 최대 시간 지정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할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능이 만료되면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
됩니다.

새 프로세스 창 표시 사용자가 프로그램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창을 표시합니다.

유틸리티: 스크립트 실행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실행될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875



 

Table 538: 스크립트 실행 설정

설정 설명

파일 이름 스크립트의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스크립트 내용 스크립트 내용을 지정합니다.
명령 실행 스크립트를 실행할 명령을 지정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할 최대 시간 지정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스크립트가 종료되기 전에 스크립트 실행을 마치는 데 걸리는 최대 대기 시간
을 지정합니다.

실행 완료 또는 종료 후 임시 파
일 삭제

임시 파일이 생성된 경우 스크립트가 실행되거나 종료된 후에 임시 파일을 제거합니다.

새 프로세스 창 표시 사용자가 스크립트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을 표시합니다.

유틸리티: 시간 스탬프 설정
클라이언트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시간 스탬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시간 스탬프 확인 유틸리티와 함께 시간 스탬
프 설정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시간 스탬프 확인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름이 지정된 시간 스탬프가 생성된 이후 지정된
시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름이 지정된 시간 스탬프가 설정된 이후 특정 작
업이 발생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5자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유틸리티: 메시지 대화 상자 표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메시지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정보 제공용으로만 사용되고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는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메시지 기록 유틸리티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십
시오.

메시지 상자의 텍스트 필드에서 특수 문자 >, = 또는 탭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상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대기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특정 시간이 지난 후 스크립트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 이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기타: 가상 이미지
Virtual Image Exclusion 도구를 사용하여 제외하려는 기본 이미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Table 539: 가상 이미지

옵션 설명

자동 보호에 대해 Virtual Image
Exception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는 자동 보호 검사를 수행할 때 Virtual Image Exception이 예외
로 표시한 파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정의 검사에서 가상 이미지
예외 실행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에서 수동 검사 또는 예약 검사를 수행할 때 Virtual Image Exception
을 통해 예외로 설정한 파일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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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시만텍은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에서만 Virtual Image Exception 기능 사용을 지원합니다.

기타: 공유 인사이트 캐시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통해 액세스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예약 검사 및 수동 검사에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사용합니다.

버전 14부터 VMware vShield에 통합된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Table 540: 공유 인사이트 캐시 옵션

옵션 설명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공유 인사이트 캐시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네트워크를 통해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클라이언트와 통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SSL 필요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SSL 인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인증과 SS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SL 인증을 사용하려면 구성 파일에서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버 설정의 일부로 SSL을 실
행해야 합니다.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설정 사용자 정의
또한 SSL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로컬 시스템의 신뢰 인증서 인증 기관 저장소에 공유 인사
이트 캐시 서버 인증서를 추가하여 클라이언트가 공유 인사이트 캐시와 통신하도록 설정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와 공유 인사이트 캐시 간의 통신이 실패합니다.
서버 인증서를 추가하는 방법은 Active Directory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SharedInsightCacheService.exe.config 파일을 변경하여 SSL을 사용하는 기본 인증이나
SSL을 사용하지 않는 기본 인증을 사용하도록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정한 경우 다음 정
보를 입력하십시오.
• 사용자 이름
인증 사용자 이름입니다.

• 암호 변경
인증 암호입니다. 암호에 대한 기본 설정은 null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암호가 비어 있
습니다. 사용자 정의 인증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공유 인사이트 캐시와 통신할 수 있도록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에서
해당 인증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 공유 인사이트 캐시 서버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포트 공유 인사이트 캐시가 사용하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암호 변경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는 인증이나 SS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암호에 대한 기본 설정은 null(공백)
입니다. SharedInsightCacheInstallation.exe.config 파일을 변경하여 SSL을 사용하는 기본 인증이나 SSL을 사용하지 않는
기본 인증을 사용하도록 네트워크 기반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암호를 지정해야 공유 인사이트
캐시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 정의 인증 암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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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1:

옵션 설명

사용자 이름 SharedInsightCacheService.exe.config 파일을 변경하여 SSL을 사
용하는 기본 인증이나 SSL을 사용하지 않는 기본 인증을 사용하도
록 공유 인사이트 캐시를 설정한 경우 인증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
십시오.

암호 변경 SharedInsightCacheService.exe.config 파일을 변경하여 공유 인
사이트 캐시가 SSL을 사용한 기본 인증 또는 SSL을 사용하지 않는
기본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인증 암
호를 지정하고 확인하십시오.

공유 인사이트 캐시

개인 클라우드
개인 서버가 인사이트 조회와 현재 그룹에 대한 제출을 관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Insight 서버를 사용하고 해당
서버를 사이트 속성의 일부로 구성한 경우 여기서의 그룹 옵션을 사용하려면 사이트 전체 옵션을 실행 중지해야 합니다. 사
이트 전체 옵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NOTE

이 설정은 이 대화 상자에서 다른 그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의 정책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Table 542: 개인 클라우드 옵션

옵션 설명

개인 서버를 사용하여 내 데이터 관리 개인 서버가 현재 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개인 서버에 대해 사이트 전체 옵션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 전체 옵션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그룹 옵션을 사용하려면 사이트 전체 옵션을 실행 중지하십시오. 관리 >
서버로 이동하고 사이트를 선택한 후 태스크에서 사이트 속성 편집 > 개인 Insight 서버를
선택하십시오.

Warning! 이 옵션을 실행하면 12.1.5 버전 이하의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개인 서버를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Symantec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사이트 조회 및 제출에 Symantec EDR
서버 사용

사용자 환경에서 Symantec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Symantec EDR) 서버를
사용할 경우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가 분석을 수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하십시오. Symantec EDR 서버는 인사이트 조회 및 탐지에 대한 제출을 모두 처리합니다.
Symantec EDR에서 둘 모두를 Symantec에 전송해 처리하도록 합니다.

Warning! 이 옵션을 실행하면 12.1.5 버전 이하의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개인 서버를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Symantec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Insight 서버를 사용하여 인사이트 조
회

현재 그룹 내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사이트 조회에 개인 Insight 서버를 사용하려면 이 옵
션을 선택하십시오. 개인 Insight 서버는 Symantec Insight 데이터베이스의 복사본을 사용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탐지에 대한 제출을 계속해서 Symantec에 직접 전송합니다.

Warning! 이 옵션을 실행하면 12.1.5 버전 이하의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개인 서버를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Symantec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Symantec
서버 사용

12.1.5 이하 버전의 클라이언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인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룹 내의 클라이언트에서 Symantec에 평판 쿼리 및 제
출을 전송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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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개인 서버 우선 순위 그룹에 개인 서버의 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
을 때 그룹 1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 순위 그룹 1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가 없으
면 클라이언트는 그룹 2의 서버를 사용하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각 우선 순위 그룹
에서 해당 우선 순위 그룹의 각 서버는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12.1.5 이하 버전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단일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목
록은 12.1.5 이하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설정 복사 개인 서버 설정은 현재 그룹에 적용되지만 추가 그룹 및 위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버 설정 복사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개인 클라우드 설정을 추가 그룹 및 위치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은 현재 그룹에
적용됩니다. 설정을 적용할 그룹 또는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에 이 그룹을 변경할 경우 추가 그룹 및 위치에 설정을 다시 복사해야 합니다.

아이콘에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폴더 아이콘은 그룹을 나타냅니다.
• 둥근 아이콘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 회색으로 표시된 텍스트는 그룹 또는 위치가 상위 그룹에서 설정을 상속함을 의미합니다.

상위 그룹 및 모든 하위 그룹을 선택하려면 상위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모든 하위 그룹 선택을 선택하십시
오.

개인 클라우드: 개인 서버 추가 또는 편집
목록에 추가하려는 개인 서버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Table 543: 개인 서버 옵션 추가

옵션 설명

서버 URL 서버 URL을 지정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토콜을 선택한 후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포트 1에서 65535 범위에 해당하는 서버에 대한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HTTP 포트는 80입니

다. 기본적으로 HTTPS 포트는 443입니다.
이 서버를 12.1.5 이전 버전 클라이
언트의 개인 Insight 서버로 사용

12.1.5 이하 클라이언트는 서버 목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버를 12.1.5 이하 클라이언트가 사
용하는 단일 서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를 사용할 수 없으면 12.1.5 이하 클라이언트는 Symantec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
한 클라이언트의 평판 조회 및 제출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지됩니다.

클라우드: 개요
이 페이지는 클라우드 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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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4: 클라우드 개요 옵션

화면 설명

시작 클라우드 탭에서 클라우드 콘솔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토큰이 있는 경우 등록 토큰을 입력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토큰은 Symantec Endpoint Security를 통해 받습니다.

Note: 등록 후 연결에 대한 알림이 표시되면 이 페이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Note: Certificate error when using a web browser to view the manager console(영문)

문제 해결을 눌러 상태 정보를 보고 클라우드 콘솔에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등록
을 취소하려면 등록 취소를 누르십시오.

문제 해결 이 탭에는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담당하는 활성 커넥터에 대한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설치 상태
클라우드 등록을 위한 커넥터의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 활성 커넥터
클라우드 콘솔에 대한 커넥터 역할을 하는 서버를 표시합니다.

• 연결 상태
자산, 이벤트 및 커넥터에 대한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 마지막 연결 시간
자산, 이벤트 및 커넥터에 대한 마지막 연결 시간을 표시합니다.

• 마지막 연결 오류
자산, 이벤트 및 커넥터에 대한 마지막 연결 오류를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에는 다음 필드가 포함됩니다.
• 등록 상태
클라우드 콘솔 등록 상태를 표시합니다.

• 등록 날짜/시간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이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된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
니다.

• 고객 ID
클라우드 등록에 사용된 고객 ID

• 도메인 ID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Manager 도메인의 ID.

Note: 도메인이 클라우드에 등록되면 클라우드 콘솔 상속 구조가 클라우드 포털에서 관리되는 정책에
적용됩니다.

프록시 오류 메시지와 관련된 도움말은 Proxy error messages appear in the Endpoint Protection
Manager Cloud tab > Troubleshooting(영문)을 참조하십시오. 단계에서 생성한 디렉터리 서버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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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명서 및 매뉴얼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설명서:

• 최신 릴리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빠른 시작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 설치 및 관리 설명서
–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 클라이언트 설명서
– Linux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RU1 클라이언트 설명서

• 이전 릴리스: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Sizing and Scalability Best Practices Whitepaper(영문)
– Mac용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클라이언트 설명서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1 문서(.zi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 문서(.zi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 문서(.zi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x 도구(.zi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웹 서비스 SDK

• 릴리스 정보: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1.1(14.3 RU1 MP1) 릴리스 정보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1(14.3 RU1) 릴리스 정보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0.1(14.3 MP1) 릴리스 정보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 릴리스 정보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x 릴리스 정보(.zi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x/14.1 릴리스 정보(.zip)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2.1.6.10 릴리스 정보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1.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0.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2 ~ 14.3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1 ~ 14.2.1.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참조

• 타사 라이센스 계약:
–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14.3.1 타사 라이센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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