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ASS on the Desktop™

액세스 레퍼런스.

출입 통제를 위해 HID를 신뢰합니다.
이제 Windows®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업계가 크게 반대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을 위해 암호
입력을 유일한 방법으로 아직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사람들이 암호에 의지하는 것이 줄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암호를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며 적어서 기록하지만, 이는 보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빌 게이츠, 2004 RSA 보안 컨퍼런스
왜 대부분의 조직들이 암호만의 보안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추가의 인증화 솔루션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 도입 절차 및 지속적인 IT 관리가 쉽지 않거나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데스크톱에서 편의성과 보안성이 만나다
HID iCLASS® 액세스 기술의 사용자들은 이미 출입문을 여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iCLASS on
the DesktopTM은 단지 같은 카드의 활용을 확장해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iCLASS 카드 (이미 갖고 있는 것)과 암호 (이미 알고 있는 것)의 두 가지 요소
인증화를 요구함으로써 암호만의 로그인 보안성이 갖고있는 원천적 취약점을 해소합니다.
보안성 관점으로볼때, iCLASS on the Desktop은 강력한 인증화 능력을 더욱 높여 암호만의
로그인보다 더욱 높은 인증화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iCLASS on the Desktop 솔루션은 iCLASS
카드의 상호 인증화 기능의 장점을 이용해 인증서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카드의 안전히 보호되는
메모리 섹터에 있는 칩에 인코드합니다.

iCLASS on the Desktop™:
간편한 카드 기반의 논리적 액세스 통제
iCLASS on the DesktopTM솔루션과 함께 조직은 배지를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토큰을 발급, 또는 기존의
물리적 액세스 통제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다음만이 도입에 필요할 뿐입니다:
w iCLASS® 비접촉식 기술 카드
HID iCLASS 카드는 출입 통제를 더욱 강력하게, 더욱 다용도로 만들며 가장 중요하게는 암호화와
상호 인증화를 통해 향상된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w OMNIKEY® 비접촉식 카드 리더
iCLASS on the Desktop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OMNIKEY 리더는 USB를 통해 데스크톱이나 랩톱에
연결됩니다.
w naviGO™ 소프트웨어
HID의 naviGO소프트웨어는강력한 (2 요소) 인증화 배치를 간편화하고 Windows® 운영체계와 함께
작동하는 크리덴셜 관리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암호 셀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또한 응급상황
액세스 옵션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카드 (지식 기반 인증화)를 분실한 경우, 일련의 질문에 답하여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첫 자율 등록시 목록에서 질문을 선택해 (예, 첫 애완동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응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iCLASS on the Desktop의 쉬운 3단계 설치
1 카드 리더 선택
iCLASS on the Desktop용 리더는 각 개별 필요성을 위해 서로 혼합되고 맞출 수 있습니다. 기존
워크스테이션이 있는 사무직원들은 유연하고 단단한 OMNIKEY 5321 시리즈 USB 비접촉식 데스크톱
리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직원은 휴대용 OMNIKEY 6321 시리즈 USB 비접촉식 모바일 리더
또는 Dell® LatitudeTM E-제품군 랩톱과 같은 랩톱에 내장되어 있는. iCLASS 리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리를 결정
설치하기 간편하고 용이한 naviGO 소프트웨어는 스탠드만의 모드 또는 중앙방식으로 관리되어
여러 다른 직원 배치와 직원들의 필요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의 경비없이 스탠드만의
구성으로 시작해 이후 중앙 관리 모델로 점차 이동해 시스템 설치를 단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안전 로그인 방침 확립
물리적 액세스 통제처럼, iCLASS on the Desktop은 보안 방침을 필요로 합니다. HID는 이러한 로그인
설정을 위한 지침안을 공급하여 사용자들은 템플릿으로 시작하여 이후 특정 사업 필요점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의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iCLASS on the Desktop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id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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