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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 Admin Panel v1 - Instant Demo   

  

본 인스턴트 데모에 대하여 

미리 구성되어 있는 본 인스턴트 데모는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요구 사항 

솔루션에 대하여 

시작하기 

시나리오 1. 대시보드 보기 

시나리오 2. Device Insight 보기 

시나리오 3. 정책 관리 

What’s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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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필수 선택 사항 

노트북 Cisco AnyConnect®  

    

솔루션에 대하여  

Duo Admin Panel 인스턴트 데모는 Duo 의 관리 경험을 안내합니다. Duo Admin Panel 은 관리자가 새 

애플리케이션 통합, 사용자 등록 및 기타 계정별 설정 추가와 같은 Duo 계정의 대부분의 측면을 구성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한 관리자는 회사 리소스에 접근하는 장치에 대한 정책을 보고 설정하여 보안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Duo 는 데이터를 캡처하고 모바일 및 데스크톱의 모든 주요 장치 플랫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MDM 및 EMM 과 같은 솔루션은 사용자가 중요한 장치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 장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는 종종 사용자가 고용주에게 여러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Duo Admin Panel 제공하는 몇 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uo 는 에이전트 없이도 이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Duoprotected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때마다 캡처합니다.   

• Duo 는 최종 사용자에게 완전히 투명합니다. 

• Duo 는 관리자의 추가 설정이나 구성 없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또한 Duo Admin Panel 을 통해 관리자는 최신 보안 장치만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도록 장치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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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고객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데모 시연을 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데모 완료 후 새롭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경우는 세션을 다시 예약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연습은 성공적 진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스텝에 따라 인스턴트 액세스 콘텐츠의 세션을 시작하고 프리젠테이션 환경을 구성합니다. 

1. Catalog 를 클릭하고 사이드 바에서 Instant Demo 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에는 모든 dCloud Instant 데모가 

나열됩니다. 

2. View 를 클릭합니다. 

참고: 또는 Search Catalog 상자를 사용하여 Instant Demo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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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대시보드 보기 

가치 제안: Dashboard 를 통해 Duo instance 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Duo 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1. Duo Admin Panel 에 로그인하면 Dashboard 가 표시되므로 기업 리소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와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데모 Duo Admin Panel 은 이미 일반 고객의 데이터 담당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2. 다음을 표시하는 Dashboard 를 검토하십시오. 

• 등록된 사용자 수 

• 등록된 장치 수 

• 기록 인증 데이터 

•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조건 (현재 잠겨 있는 사용자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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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thentications 섹션에서 히스토그램의 막대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으면 지정된 기간 동안의 인증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기간 (선택한 막대로 표시됨) 

• Granted Access 접근 권한 허용된 사용자 수 

• Denied Access 접근 권한 거부된 사용자 수 

 

4. 더 자세한 인증 세부 정보(예: 사용자 이름,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려면 Authentication Log 섹션으로 

스크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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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디바이스 인사이트 보기 (Viewing Device Insight) 

가치 제안: 이 시나리오는 Duo 가 환경의 장치에 제공하는 가시성을 보여줍니다. 고객은 종종 이 데이터가 매우 

공개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직에서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통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어 기능이 마련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장치에서 Outlook Web App 과 같은 리소스에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리소스에 

접근하는 이러한 개인 장치가 Vista 와 같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Windows 버전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Duo Admin panel 의 세 가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 Device Insight (개요) 

• 모바일 장치(Mobile Devices) 

• 노트북 및 데스크탑 (Laptops and Desktops) 

 

스텝  

개요  

1. Admin Panel 에서 Device Insight 를 선택하여 Device Insight 화면을 표시하십시오.  

  

2. Device Insight 화면을 탐색하십시오. 

• 멀티팩터 인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포함하여 laptops, desktops 및 Mobile Devices 와 같은 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모든 장치의 개괄적인 개요를 검토. 

• 최신 장치 대 구식 장치의 비율을 포함하여 운영 체제의 배포를 검토. 관리자는 관리 대상 장치 대 관리되지 

않는 장치 수를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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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크롤하여 지난 7 일, 30 일 또는 90 일 동안 이 데이터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릴리스가 구식 장치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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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격에 취약한 또 다른 영역인 브라우저(및 브라우저 플러그인)에서도 동일한 추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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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Devices  

1. Admin Panel 에서 Device Insight > Mobile Devices 선택하십시오. 

  

2. 사용 중인 모바일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Mobile Devices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Duo Mobile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장치와 Duo 로 보호되어 있는 브라우저 기반 회사 리소스에 접근하는 장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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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의 Device Breakdown 섹션에서 다양한 OS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iOS 와 Android 의 

특정 버전을 보다 세분화하십시오. 

참고: 이러한 통찰력은 관리자가 Spectre 및 Meltdown 과 같은 취약성과 관련된 위험 프로파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아래로 스크롤하여 장치가 변조되었는지(tampered) (즉, 탈옥 또는 루팅, 화면 잠금 활성화 여부, 생체 인식 

활성화 여부, 모든 iOS 장치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대로 Android 장치에서 디스크 암호화가 활성화되는지 

여부) 확인하십시오.  

  

참고: 이러한 통찰력과 해당 정책( 시나리오 3 에서 설명됨)을 통해 회사 데이터에 접근하는 장치의 암호화 및 화면 

잠금이 필요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Duo Mobil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캡처됩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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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tops & Desktops  

가치 제안: 최근 3 월 초 Google Chrome 제로 데이에서 이러한 심각한 취약성을 발견했습니다. Duo 고객은 

사용자가 사용중인 Chrome 버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업데이트할 때까지 Chrome 에서 접근을  

제한하는 다음 스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 Admin Panel 에서 Device Insight > Laptops & Desktops 선택합니다.  

  

참고: 이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가 Duo 로 보호되는 브라우저 기반 리소스에 로그인할 때마다 Duo 에 의해 캡처되며, 

에이전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Laptops & Desktops 화면에서 기업 관리 및 BYO 장치 모두에 대해 환경에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높은 수준의 OS 정보 다음에 특정 OS 버전이 뒤따른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4. 브라우저 플랫폼과 특정 버전에 대한 유사한 분석을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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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안: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브라우저는 악용에 취약합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가 개인 및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웹 사이트와 함께 점점 더 많은 기업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브라우저를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공격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공격자는 오래된 브라우저를 취약하게 인식하여 공격을 시작하므로 

브라우저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많은 공격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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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아래로 스크롤하여 Java 및 Flash 플러그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와 활성화된 

경우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Java 와 Flash 플러그인에 대한 릴리스 노트(특히 보안 업데이트)만 검토하여 이 두 가지 모두를 

비활성화하거나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플러그인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여 특정 장치와 관련 사용자를 드릴다운하고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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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모든 데이터는 Duo 의 플랫폼에 180 일 동안 유지되며 다른 플랫폼(예: Splunk, Rapid7 및 기타 SIEM)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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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정책 관리 

가치 제안: 이 시나리오에서는 관리자가 장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최신 보안 장치만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Duo 장치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관리자의 상호 작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발견된 제로 데이 

Chrome 취약성과 같은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로그인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2 주 정책을 업데이트 

즉시 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서도 조직의 보안 상태를 즉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 Duo 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목록을 유지 관리하므로 새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텝  

1. Admin Panel 에서 Policies 을 선택하십싱오. 

  

2. 이미 구성된 정책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 Duo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글로벌. 모든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정책 

• 애플리케이션. 할당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정책 

• 그룹.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특정 사용자 그룹에 적용되는 정책 

참고: 이 3 가지 정책 수준을 사용하면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접근만 제공하는 

포괄적인 보안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Workday Administrators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 이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계획 솔루션의 관리자로서 이러한 사용자는 조직의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우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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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day Administrators 는 보다 제한적인 접근 정책을 요구합니다. 

• 그룹 수준 정책을 사용하므로 Workday administrators 만 영향을 받게 되며 표준 사용자 로그인에 대해 덜 

제한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위로 스크롤하여 User Location 정책이 미국에서의 Allow Access 및 다른 모든 국가의 Deny Access 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가치 제안: 이 경우, 모든 관리자가 미국에 있으며 절대 업무차 여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위치 및/또는 직원이 이러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가는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세분화된 그룹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Trusted Endpoints 정책을 보십시오.  

• 현재 이 설정은 관리자가 회사의 관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Workday 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EMM (예 : Jamf)에서 관리하는 노트북이거나 회사 MDM 에 등록된 

모바일 장치 (예 : Airwatch) 일 수 있습니다. 

  

참고: Workday 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므로 관리되는 신뢰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보장합니다. 조직 내에 중요도가 낮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그룹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장치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한 BYO 장치에서 액세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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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로 스크롤하여 사용자가 Workday 에 로그인할 때 Chrome 을 사용해야 하는 Browsers 정책도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Chrome 이 2 주 이상 지난 상태일 수 없음을 지정하십시오. 

• 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Workday 에 로그인할 때 즉시 사용자가 알림을 받기 시작하지만 처음 

2 주 동안은 업데이트 실행을 편리해질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 주 이상 기다리면 차단되고 업데이트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치 제안: Duo 는 사용자에게 차단된 이유뿐만 아니라 장치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IT 또는 관리자 지원 

없이도 이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헬프데스크 부담을 줄이고 솔루션 해결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사용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들은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로그인 보호뿐만 

아니라 Duo 가 나머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모바일 정책에 유의하십시오.

  

참고: 이러한 각 기능은 관리자가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가 화면 잠금을 활성화하도록 

요구하거나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강력한 보안 모범 사례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7. Admin Panel 에서 Authentication Log 를 볼 Reports 를 선택하여 Duo 정책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없는 사용자의 예를 확인하십시오.  

  

8.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필터 필드 및 필터 옵션을 표시하십시오. Access Denied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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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의 로그인이 금지된 여러 인증 이벤트(위치 제한, 구식 장치 등)가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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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xt?  

Duo Security Proposal 을 통해 Duo Security 가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https://dcloud2-rtp.cisco.com/content/proposal/139766/download
https://dcloud2-rtp.cisco.com/content/proposal/139766/download
https://dcloud2-rtp.cisco.com/content/proposal/139766/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