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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Keeper 기업을 위한 등록 유틸리티 
 

 

시스템 요구사항 
 

• Windows 7 이상 32 또는 64비트 

 

GateKeeper 등록 유틸리티 
 

GateKeeper Registration Utility 는 IT 관리자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GateKeeper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업용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Windows Active Directory에도 연결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여기에서 

GateKeeper와 연관될 Windows 자격 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GateKeeper 등록 유틸리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Untethered Labs 폴더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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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GateKeeper 등록 단계 

 

1.1 등록 유틸리티 실행 

1. 시작 메뉴에서 GateKeeper Registration Utility를 실행합니다. 

 

1.2 서버 연결 설정 

1. 등록한 GateKeeper 를 GateKeeper 서버와 동기화하려면 먼저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이지 맨 아래에 표시되는 “서버 상태: 연결됨” 또는 “서버 

상태: 연결되지 않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 설정” 탭을 클릭하고 “인증”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관리자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관리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면 “관리자 설정” 페이지가 표시되며, 여기에서 GateKeeper 

서버 응용 프로그램의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IP 주소에는 포트 번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3000). 

 

 
 

4. 올바른 IP 주소를 입력한 후에 “연결 확인”을 클릭하여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와 

제대로 통신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GateKeeper를 로컬에서 등록하고 서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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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1.3 GateKeeper 등록 

1. “지금 스캔” 단추를 클릭하여 GateKeeper 를 스캔합니다. USB 동글에 GateKeeper 를 

가져다 대십시오. 

2. GateKeeper를 찾은 후에 일련 번호를 입력하여 장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배터리 칸 커버 안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특정 GateKeeper의 경우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다음으로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를 선택하려면 “AD에서 선택” 단추를 클릭합니다. 

또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도메인, 암호 및 표시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팁: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GateKeeper 를 등록할 경우 암호 필드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GateKeeper 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 암호를 업데이트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5. 팁: 사용자에 대해 설명하는 표시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 표시 이름은 사용자와 해당 

GateKeeper 를 식별하기 위해 서버 응용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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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으로 GateKeeper의 고유 PIN 을 선택합니다. PIN에는 여섯 자 이상의 영숫자 문자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무작위 생성” 단추를 클릭하여 PIN 을 무작위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PIN 을 사용자에게 지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GateKeeper Client 응용 프로그램에서 PI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레지스트리 키” 단추를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을 확인하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됩니다. 

8. 팁: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Validate Windows 자격 증명 유효성 검사”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십시오. 

 

 
 

9.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라 다른 GateKeeper를 계속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 등록된 모든 GateKeeper는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 되며 서버 응용 프로그램의 “자격 

증명 관리”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문서 이력 
 

버전 날짜 작성자 변경 내용 

2.8 2016.8.1 Siddharth Potbhare 처음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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