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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ervice 사이트
l

시작하기

l

Self-Service 사이트 연결

l

등록

l

내 프로필 관리

l

사용자 프로필 작성 및 업데이트

l

사용자 암호 재설정

l

암호 변경

l

계정 잠금 해제

l

내 알림 구성

l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변경

시작하기
Password Manager를 사용하려면 먼저 개인 Q&A 프로필을 만들어서 Password Manager에 등
록해야 합니다. 개인 Q&A 프로필을 만드는 단계별 절차는 사용자 프로필 작성 및 업데이트페이지
의 7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의 각 항목에서는 개인 Q&A 프로필을 만들고 Password Manager Self-Service 사이트를 사용하
여 암호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elf-Service 사이트 연결
Self-Service 사이트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연결(관리자
가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Self-Service 사이트를 열 수 있도록 Password Manager를 구성한 경
우)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
사이트로 바로 이동되는 바탕 화면 또는 시작 메뉴를 클릭하여 Self-Service 사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해당하는 바로가기가 없으면 웹 브라우저에 Self-Service 사이트 URL을 입력하여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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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 있습니다. Self-Service 사이트의 URL 경로는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Self-Service 사이트를 연결하려면
1.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Self-Service 사이트 URL을 입력하여 Self-Service 사이트를 연
결합니다. 기본 URL은 http://<ComputerName>/PMUser/(Password Manager for AD
LDS 버전의 경우 http://<ComputerName>/PMUserADLDS/)입니다. 여기서
<ComputerName>은 Password Manager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컴퓨터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Self-Service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텍스트 상자에 사용자 이름이나 사용자 이름 또는 전자 메일
주소의 일부를 입력합니다.
참고: 사용자 계정을 지정할 때 다음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user_name>,

l

<domain>\<user_name> 또는

l

<user_name>@<domain>,

l

또는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값.

3. 위치 목록 상자에서 해당 위치를 선택합니다.
4. 이 설정은 선택사항이며,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5. 계정이 두 개 이상 검색될 경우 검색 결과에서 본인의 계정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6. 홈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홈페이지
작업

참조

Password Manager에 등록 또는 개인 Q&A
프로필 업데이트

사용자 프로필 작성 및 업데이트페이지의 7

잊은 암호 재설정

암호 재설정페이지의 8

암호 변경

암호 변경페이지의 9

계정 잠금 해제

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페이지의 14

전자 메일 알림 설정

내 알림 구성페이지의 10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 계정을 찾을 수 없으면 화면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계정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면 일치하는 항목이 여러 개 검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 이름 목
록과 설명이 표시됩니다. 해당 목록에서 계정 이름을 선택합니다.
참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변경
페이지의 1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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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온 화면에서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
계정이 잠긴 경우 및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Self-Service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관리자가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Self-Service 사이트를 열 수 있
도록 Password Manager를 구성한 경우).
Windows 7 운영 체제를 실행 중인 컴퓨터의 Windows 로그인 화면에서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하려면
1. Ctrl+Alt+Delete를 누릅니다.
2. 해당 사용자 타일을 선택하고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암호를 잊은 경우 명령 링크를
클릭합니다.
Windows 8 이상의 운영 체제를 실행 중인 컴퓨터의 Windows 로그인 화면에서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하려면
1. Ctrl+Alt+Delete를 누릅니다.
2.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해당 사용자 타일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옵션을 클릭하고 Password Manager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등록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등록 시 사용할 등록 방법을 선택합니다.
등록 워크플로우를 통해 사용자가 등록할 때 사용할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방법
은 관리자가 Self-Service 사이트에 대해 활성화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사용자 사이
트에서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l

기업 인증

l

보안 질문

l

개인 연락 방법: 이메일 및 모바일
참고: 등록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리자가 등록 시 필수로 설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필수 방법으로 등록한 후 사용자는
다른 사용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내 프로필 관리
이 활동을 사용하여 Self-Service 사이트에서 Q&A, 회사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또는 개인 연락처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 방법은 관리자가 Self-Service 사이트에 대해 활성화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마칠 때까지 "등록" 워크플로우는 활성화되어 있고 "내 프로필 관
리" 워크플로우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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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업 인증

l

보안 질문

l

개인 연락 방법: 이메일 및 모바일

기업 인증: Active Directory에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관리자가 업데이트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기업 인증 방법을 업데이트합니다.
보안 질문: Q&A 모음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메일: 텍스트 상자에서 이메일 ID를 업데이트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합니다.
모바일: 텍스트 상자에서 휴대폰 번호를 업데이트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휴대폰 번호를 업데이트합니다.
업그레이드 시나리오: 내 프로필 관리 워크플로우는 Self-Service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등록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 등록을 마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녹색) 또는
(빨간색) 색상 아
이콘을 통해 업데이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등록 또는 내 프로필 관리 워크플로를 통해
사용 가능한 인증 방법 값을 설정한 후 특정 등록 방법에
(녹색) 색상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빨간
색) 색상 아이콘이 표시되는 등록 방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등록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Active Directory에서 값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프로필 작성 및 업데이트
Password Manager에 등록하려면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 프로필은 일련의 보안 질
문(Q&A), 회사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적절한 정보로 지정하는 개인 연락처 세부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Self-Service 사이트를 통해 잊은 암호를 재설정하거나 계정 잠금을 해제할 때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자신 외에는 누구도 Q&A 프로필 질
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등록 방법은 관리자가 Self-Service 사이트에 대해
활성화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려면
1. Self-Service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4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등록 또는 내 프로필 관리 링크를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패스코드를 사용하여 Q&A 프로필 만들기 또는 업데
이트
Password Manager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를 잊은 경우 또는 보안 질문에 대한 답을 잊은
경우 Q&A 프로필을 작성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먼저 헬프데스크로부터 임시 패스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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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코드를 사용하여 Q&A 프로필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려면
1. Self-Service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4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패스코드 보유를 클릭합니다.
참고: 헬프데스크는 모바일 기기에서 Starling 2FA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푸시 알림을 확인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보안 질문 언어 변경
미등록 사용자는 등록 중에 언어 변경 링크를 볼 수 있는데, 이 링크를 사용하여 관리자가 구성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선택하면 동일한 언어로 보안 질문이 나타나고 사용자는 선택한
언어로 Q&A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언어를 영어(영국)로 선택한 경우 등록을 시도 중인 미등록 사용자에게는 구성된 기본
언어인 영어(영국)로 보안 질문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언어 변경 링크를 클릭하여 언어를 변경
하고 등록할 기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미등록 사용자는 모두 다음 내 프로필 관리 워크플로 및 사용자 지정 작업인 Q&A 프로필 편집
에서 언어 변경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언어 변경 링크는 미등록 사용자의 경우에만 등록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 재설정
적절한 권한이 있으면 Self-Service 사이트를 통해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Password Manager
를 사용하면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네트워크에 로그온하기 전에 또는 시스템에 이미 로그온한 경
우에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구성한 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서 암호를 재설정하고 선택한 시스템에 동일한 암호
나 서로 다른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1. Self-Service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4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암호를 잊은 경우를 클릭합니다.
3.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l

l

기업 인증: 관리자가 인증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기업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사
용자를 인증합니다.
보안 질문: 등록 과정에서 구성한 질문에 답하여 암호를 인증하고 재설정하려면 보
안 질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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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개인 연락 방법: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패스코드를 받으려면 이메일을 선택하고 패스코드
받기를 클릭합니다. 패스코드 텍스트 상자에 패스코드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암호
를 인증하고 재설정합니다.
참고: 관리자가 인증 방법에서 선택하는 방법만 표시되고 암호를 재설정하는 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헬프데스크는 모바일 기기에서 Starling 2단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푸시 알림을 확
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새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가 성공적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암호 변경
적절한 권한이 있으면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구성한 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서 암호를 변경하고 선택한 시스템에 동일한 암호나
서로 다른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변경하려면
1. Self-Service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4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Self-Service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내 암호 관리를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계정 잠금 해제
올바른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허용된 시도 횟수를 초과할 때와 같이 계정이 잠겨있는 경우 해당 계정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가 계정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Password Manager를 구성한 경우에
만 해당 계정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1. Windows 로그온 화면에서 암호를 잊은 경우 단추 또는 명령 링크를 클릭하여 SelfService 사이트를 엽니다.
2. 사용자 이름 입력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의 일부만 입력하면 계정을 선택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계정 찾기 페이지가 나
타납니다.
3. 홈 페이지에서 내 계정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4.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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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림 구성
지정된 이벤트가 발생할 때 Self-Service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전자 메일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가 알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Password Manager를 구성한 경우에만
알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알림을 구독하려면
1. Self-Service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4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Self-Service 사이트를 엽니다.
2. 홈 페이지에서 내 알림을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변경
Password Manager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리소스는 다양한 언어로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사용자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Password Manager 다국어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하려면
1. Self-Service 사이트의 방문 페이지에서 개별 언어 링크를 클릭합니다.
2. 언어 선택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언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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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데스크 사이트
l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

l

관리 사용자 변경

l

사용자 본인여부 확인

l

임시 패스코드 할당

l

사용자 암호 재설정

l

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

l

사용자 Q&A 프로필 잠금 해제

l

사용자 Q&A 프로필 강제 업데이트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
헬프데스크 사이트에 연결하려면
l

l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헬프데스크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여 헬프데스크 사이트에 연결합
니다. 기본 URL은 http://<ComputerName>/PMHelpdesk/(Password Manager for AD
LDS 버전의 경우 http://<ComputerName>/PMHelpdeskADLDS/)입니다. 여기서
<ComputerName>은 Password Manager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헬프데스크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 경로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로그온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온을 클릭합니다.
참고: 헬프데스크 사이트에 대해 Starling 2단계 인증 조인이 활성화된 경우, Starling 2FA 푸시
알림을 사용해 헬프데스크 사용자에게 두 번째 인증 단계를 요청합니다.

사용자를 관리하려면
1. 위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헬프데스크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2. 사용자 계정 찾기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성 및/또는 이름의 일부를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4. 홈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
어 변경페이지의 1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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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업

참조

사용자 본인여부 확인

사용자 본인여부 확인페이지의 12

사용자에게 임시 패스코드 할당

임시 패스코드 할당페이지의 13

사용자 암호 재설정

사용자 암호 재설정페이지의 13

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

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페이지의 14

사용자 Q&A 프로필 잠금 해제

사용자 Q&A 프로필 잠금 해제페이지의 14

사용자 Q&A 프로필 강제 업데이트

사용자 Q&A 프로필 강제 업데이트페이지의
15

관리 사용자 변경
관리 사용자를 변경하려면
1. 수행할 작업 이름 옆에 표시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합니다.
2. 사용자 변경 링크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계정 찾기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성 및/또는 이름의 일부를 입력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본인여부 확인
암호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려면
1.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11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홈 페이지를 엽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 본인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본인여부 확인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l

l

l

기업 인증: 관리자가 인증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기업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사
용자를 인증합니다.
보안 질문: 등록 과정에서 구성한 질문에 답하여 암호를 인증하고 재설정하려면 보
안 질문을 선택합니다.
개인 연락 방법: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패스코드를 받으려면 이메일을 선택하고 패스코드
받기를 클릭합니다. 패스코드 텍스트 상자에 패스코드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암호
를 인증하고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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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리자가 인증 방법에서 선택하는 방법만 표시되고 사용자 계정을 확인하는 데 이 방
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을 클릭하여 상태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임시 패스코드 할당
사용자가 아직 Password Manager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를 잊은 경우 또는 보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잊은 경우 개인 Q&A 프로필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거나 Password Manager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ssword Manager에 등록하고 셀프 서비스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지정된 기간에 등록 절차
를 마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패스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권한이 있으면 임시 패스코드를 사용자들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시 패스코드를 지정하려면
1.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11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홈 페이지를 엽니다.
2. 홈 페이지에서 패스코드 할당을 클릭합니다.
3. 패스코드 할당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임시 패스코드를 확인합니다. 사용자에게 패스코
드 만료 기간을 알립니다.
참고: Password Manager 관리 사이트에서 관리자가 Starling 푸시 알림을 사용해 패
스코드 전송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푸시 알림을 통해 패스코드가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됩니다. 헬프데스크 사용자는 패스코드가 Starling 2FA 애플리케이션에서 푸시 알림
을 통해 전송될 것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하여 상태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참고: 패스코드 만료 기간은 새로 생성된 패스코드가 유효한 기간 이내의 기간입니다. 사용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 패스코드를 사용하여 Q&A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 암호 재설정
사용자가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적절한 권한이 있으면 해당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1.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11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헬프데스크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2. 홈 페이지에서 암호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의 답변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 재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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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 재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a. 다음 자동 생성 암호 사용: 자동 생성된 암호 제안이 텍스트 상자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 암호를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위치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수동으로 암호 입력: 사용자는 이 옵션을 선택하여 암호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후 텍스트 상자에 암호를 입력한 다음 해당 암호를 확인합니
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Password Manager 관리 사이트에서 관리자가 Starling 푸시 알림을 사용해 암
호 전송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푸시 알림을 통해 암호가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됩니
다. 이 경우 헬프데스크 사용자는 위 옵션을 사용하여 암호를 재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
지만 헬프데스크 사용자는 암호가 Starling 2FA 애플리케이션에서 푸시 알림을 통해 전송
될 것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암호 재설정이 완료되면 암호가 성공적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
사용자 계정이 잠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권한이 있으면 계정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잠금을 해제하려면
1.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홈 페이지를 엽니다.
2. 홈 페이지에서 계정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3. 계정 잠금 해제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l

l

l

기업 인증: 관리자가 인증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기업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사
용자를 인증합니다.
보안 질문: 등록 과정에서 구성한 질문에 답하여 암호를 인증하고 재설정하려면 보
안 질문을 선택합니다.
개인 연락 방법: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패스코드를 받으려면 이메일을 선택하고 패스코드
받기를 클릭합니다. 패스코드 텍스트 상자에 패스코드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암호
를 인증하고 재설정합니다.
참고: 관리자가 인증 방법에서 선택하는 방법만 표시되고 계정을 잠금 해제하는 데 이 방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Q&A 프로필 잠금 해제
사용자의 Q&A 프로필이 잠겼을 경우, 적절한 권한이 있으면 프로필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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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Q&A 프로필 잠금을 해제하려면
1. 1페이지의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11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홈 페이지를 엽니다.
2. 홈 페이지에서 Q&A 프로필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사용자 Q&A 프로필 강제 업데이트
사용자의 Q&A 프로필이 현재 시행 중인 Q&A 프로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권한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Q&A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Q&A 프로필 강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1. 헬프데스크 사이트 연결페이지의 11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홈 페이지를 엽니다.
2. 홈 페이지에서 Q&A 프로필 강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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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회사소개

One Identity 솔루션을 사용하면 본인여부 확인, 권한이 있는 계정 관리 및 액세스 제어에 필요한 복잡
한 작업과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가 사라집니다. 이 솔루션은 비즈니스 민첩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프
레미스,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IAM 문제를 해결합니다.

연락처
판매 관련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https://www.oneidentity.com/company/contactus.aspx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지원 리소스
기술 지원은 유효한 유지관리 계약을 보유한 One Identity 고객과 평가판을 보유한 고객에게 제공됩니
다. https://support.oneidentity.com/에서 Support Portal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upport Portal에서는 문제를 직접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지원 도구를 연중 365일
하루 24시간 제공합니다. Support Portal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서비스 요청 제출 및 관리

l

기술 자료 문서 보기

l

제품 알림 신청

l

소프트웨어 및 기술 문서 다운로드

l

www.YouTube.com/OneIdentity에서 사용 방법 동영상 시청

l

커뮤니티 토론에 참여

l

지원 엔지니어와 온라인 채팅

l

제품 지원 서비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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