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구분 Device OS Guide

1 기존 VPN 설정 제거 CLICK

2 OTP 등록 가이드 CLICK

3
Remote

( Gaf & Syetem & Security )

PC

Windows CLICK

Mac CLICK

Mobile
Android CLICK

IOS CLICK

* 1 → 3 순서로 설정 진행해주세요.

* 해당 가이드 내용은 추후 http://security.giosis.net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curity.giosis.net/




기존의 Pulse Secure App, OTP, 인증서 제거
* 위의 세 항목 중 기존에 설치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건너뛰어도 됩니다.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등록된 기존 OTP 제거 ( 뒤의 가이드 참고하여 OTP 신규 등록 필요 )

- OTP App 실행하기 > 등록된 OTP 모두 체크 후 삭제 클릭

* OTP App : Android : Google OTP / IOS : Google Authent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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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기에 설치된 Pulse Secure 제거 ( Pulse Secure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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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누르기

모바일 APP 제거

PC 프로그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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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기에 설치된 인증서 제거 ( 뒤의 가이드 참고하여 인증서 신규 설치 필요 )

IOSAndroid

- 설정 > 일반 > 프로파일 클릭

- giosis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 선택 > 

프로파일 삭제 클릭

기존의 Pulse Secure App, OTP, 인증서 제거
* 위의 세 항목 중 기존에 설치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건너뛰어도 됩니다.

- 설정 > 잠금화면 및 보안 >기타 보안 설정 >

인증서 삭제 클릭

* 은행 인증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Windows
- Internet Explorer 실행 > 설정 > 인터넷 옵션 > 

내용 > 인증서 클릭

- giosis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 선택 > 

제거 클릭





OTP 등록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OTP App 다운로드 하기
* Android : Google OTP / IOS : Google Authenticator

https://otp.giosis.net

https://otp.giosis.net/


1. Enroll your event based token!. 을 클릭합니다.

2. STEP2.에서 준비해둔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3.  OTP 페이지의 Token과 모바일 기기의 Token이 일치한다면 OTP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뜻합니다. 

OTP 등록

OTP QR 코드 스캔 및 정상 등록 여부 확인하기

Sample
스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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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로드 받은 인증서를 더블클릭 합니다.

2.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 패스워드는 공지 메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패스워드 입력 외 다른 항목은 모두 기본 값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Internet Explorer를 재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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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urity.giosis.net/vpnng.pfx

http://security.giosis.net/vpnng.pfx


NetScaler Gateway 로그인 및 plug-in 설치

NetScaler Gateway 접속 페이지로 이동하기

1. 인증서 확인 창이 뜨면 반드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 간혹 인증서 팝업이 화면에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와 같이 인증서 팝업을 확인해주세요.

2. User name : 사내 ID / Password : 사내 Password / OTP : OTP (숫자 6자리)를 입력합니다.

3.  Download를 클릭하여 plug-in을 설치합니다.

https://rmt.gios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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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팝업이 뜨지 않을 경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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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mk.giosis.net/


1. 시작 > 원격 데스크톱 연결(mstsc.exe)를 실행합니다.

2. 본인의 사내 PC IP를 입력합니다.

3. GMKT\사내 ID / 사내 Password를 입력합니다.

NetScaler Gateway 로그인 확인 및 원격 연결

NetScaler Gateway 로그인 확인하기

- 다음과 같이 초록색 표시가 뜨면

연결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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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로드 받은 인증서를 더블클릭 합니다.

2.  아래 캡처 순서대로 인증서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 인증서 패스워드는 공지 메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ecurity.giosis.net/vpnng.p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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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urity.giosis.net/vpnng.pfx


NetScaler Gateway 로그인 및 plug-in 설치

NetScaler Gateway 접속 페이지로 이동하기

1.  User name : 사내 ID / Password : 사내 Password / OTP : OTP (숫자 6자리)를 입력합니다.

2. Download를 클릭하여 plug-in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 소프트웨어 설치 동의 확인 창이 뜰 경우 반드시 동의를 클릭해주세요.

https://rmt.gios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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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mk.giosis.net/


1. 앱스토어에서 Microsoft Remote Desktop을

다운로드 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본인의 사내 PC 접속 정보를 입력합니다.

* User name : GMKT\사내 ID

3.  사내 PC로 원격 접속합니다.

NetScaler Gateway 로그인 확인 및 원격 연결

NetScaler Gateway 로그인 확인하기

- 다음과 같이 Connected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연결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

3

GMKT\사내 ID 입력
사내 Password 입력





- 아래 캡쳐와 같이 설치를 진행합니다.

1.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 패스워드는 공지 메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ecurity.giosis.net/vpnng.p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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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urity.giosis.net/vpnng.pfx


Citrix VPN 설치 및 설정

Play Store에서 Citrix VPN App 설치하기

Citrix VPN App 설정하기

- Citrix VPN App 실행 후 아래 캡쳐와 같이 설정을 진행합니다.

1. Server : https://rmt.giosis.net / User Name : 사내 PC ID

2. User name : 사내 PC ID / Password : 사내 PC Password 입력 / OTP : OTP (숫자 6자리)

3.  Connections란 문구가 나타나고 상단에 열쇠가 표시되면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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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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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mt.giosis.net/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설치 및 설정

Play Store에서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설치하기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설정하기

-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실행 후 아래 캡쳐와 같이 설정을 진행합니다.

1.  PC Name : 본인의 PC IP를 입력합니다.

2. User name : GMKT＼사내 PC ID & Password : 사내 PC Password 입력

* \이 아닌 ＼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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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캡쳐와 같이 설치를 진행합니다.

1. Citrix SSO에 복사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 패스워드는 공지 메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이 Giosis LLC 인증서가 보이면 import가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http://security.giosis.net/vpnng.citrixsso-pfx

1

2 3

http://security.giosis.net/vpnng.pfx


Citrix VPN 설치 및 설정

App Store에서 Citrix SSO App 설치하기

Citrix SSO App 설정하기

- Citrix SSO App 실행 후 아래 캡쳐와 같이 설정을 진행합니다.

1.  Server : https://rmt.giosis.net / User Name : 사내 PC ID / Certificate : Disabled

2. User name : 사내 PC ID / Password : 사내 PC Password 입력 / OTP : OTP (숫자 6자리)

3. VPN Connected란 문구가 뜨고 상단에 VPN 표시가 나타나면 연결이 완료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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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mt.giosis.net/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설치 및 설정

App Store에서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설치하기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설정하기

- Microsoft Remote Desktop App 실행 후 아래 캡쳐와 같이 설정을 진행합니다.

2. PC Name : 본인의 PC IP를 입력합니다.

3. User name : GMKT＼사내 PC ID & Password : 사내 PC Password 입력

* \이 아닌 ＼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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