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게스트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BYOD 정책을 정립합니다.

BYOD(bring-your-own-device) 정책을 만들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는 어떤 것인가?
   •  서비스 및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액세스 수준과 제한이 필요한가? 
     액세스는 직책, 사용자, 또는 기기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가?
   •  Sarbanes-Oxley,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CI(Payment Card Industry) 등의 규정과 같이 어떤 규제를 준수해야 하가?

허용 가능한 사용
BYOD 관리를 위한 사용 정책을 만듭니다.

법률 부서와 함께 회사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직원과 게스트가 읽을 수 있는 사용 정책을 정립합니다.
   •  이 정책을 회사의 직원 안내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와 기업 데이터에 액세스 할 때 허용 가능한 BYOD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  네트워크에서 직원 및 게스트의 개인 기기 사용 용도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중견기업에서 게스트와 그들의 모바일 기기를 
허용한다면 계속 읽어보십시오!

웨비나: Meraki Secure BYOD 
및 Guest Access
지금 등록

At-A-Glance: Cisco Unified 
Access - The Intelligent Platform 
for a Connected World
자세히 보기

추가 리소스

   •  방문자, 비정규직 근로자, 감사자, 이사회 구성원, 파트너, 고객, 그리고 기타 사용자가 게스트에 포함됩니까?
   •  게스트 액세스가 회사 소유가 아닌 직원의 개인 기기에도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런 기기는 BYOD를 사용하여 온보딩됩니까?
   •  네트워크가 지원할 수 있는 게스트는 총 몇 명입니까?
   •  게스트는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  게스트는 가 액세스를 승인 받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회사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직원과 게스트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감독합니다.
   •  온보딩: 직책, 역할, 기기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기기와 사용자에 대한 정책과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  오프보딩: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한 기기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함께 해주는 무선 네트워크를 찾아봅니다.
   •  애플리케이션 구축, 기기 보안, 기기 액세스 관리.
   •  요청에 따라 또는 자동으로 보고서 생성.
   •  필요할 때 계정, 기기 또는 사용자 잠금.
   •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기기 또는 퇴직한 직원이 보유한 기기의 비즈니스 데이터, 정보, 애플리케이션 삭제.

게스트 관리
게스트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합니다.

온보딩
ID를 관리하고 기기를 제어합니다.

모바일 기기 관리
관리를 통합하거나 관리 모듈을 추가합니다.

BYOD 정책에 "게스트"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저희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입니다. 중견기업 시장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 성장에 Cisco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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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BYOD 사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