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cOS, High Sierra 업데이트 안내 ]

- 기존에 macOS Sierra 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신 버전인 High Sierra 업데이트 지원은 간단합니다. macOS Sierra 를 사용하고 Endpoint Protector
V5 의 Mac 클라이언트 1.5.5.9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대로 High Sierra 로 업데이트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로 macOS High Sierra 를 사용할 경우:
최근 macOS High Sierra 에서 소개된 기능 중에서 Apple 이 서명하지 않은 커널 확장자 (KEXT)도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부 즉 Third-party KEXT 는 더 이상 자동으로 설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로딩을
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알림: 모두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사용하는 macOS 10.13 에 Endpoint Protector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CoSoSys 가 서명한
시스템 확장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아래 과정을 참조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환경설정 >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 일반' 으로 이동합니다.
2. 사용자 계정을 이용해서 아래 자물쇠를 해제 합니다.
3. 'System software from developer "CoSoSys" was blocked from loading.' 바로 옆에 있는
'허용' 버튼을 누릅니다.

4. macOS 를 재시작 합니다.

[ macOS, Sierra 업데이트 안내 ]
최근 제공되고 있는 macOS 10.12.x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경우는 (1)El Capitan 에서 Sierra 로
업데이트 (2)Yosemite 이하의 버전에서 Sierra 로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Endpoint Protector 의 버전을 4.5.0.1 이상으로 업데이트하고 Mac 클라이언트의 OS
버전을 업데이트 하도록 권장합니다. 업데이트 후에 즉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최신 버전의 macOS 에이전트를 배포하여 잠재적인 호환성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2)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것은 EPP 에이전트를 미리 삭제 하도록 하고, macOS
업데이트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EPP 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이버 호환성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입니다. 업데이트가 잘 못 진행이 되어서 매체제어 기능 등에서
오동작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려면 하위 수준에서 호환성이 부족한 OS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EPP 의 에이전트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전체 삭제 명령으로 삭제를 하고 Apple Remote
Desktop 등을 활용해서 OS 업데이트 후에 재배포를 하도록 헙니다.

[ Mac OS X, El Capitan 업데이트 안내 ]
El Captian 에 대한 추가 기능 지원을 포함하여 매체제어 호환성 유지 등을 위하여 버전 V4.4.0.9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Live Update 를 통한 업데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 제품의 공급사나
혹은 다른 코소시스 총판사 등을 통하여 Offline 패치를 제공 받아서 폐쇄망에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LiveUpdate 혹은 Offline 패치로 4.4.0.9 이상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모든 맥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EPP4 에이전트를 배포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