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Control: Cloud

AutoControl Sentry는 On-Premise 와 Cloud를 모두 지원하는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입니다. Mobile Apps, SMS, OATH Tokens, telephony 및 Image기반의
인증 방식중에서 고객의 보안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Key Features:
Business Benefits:

고객별 전용 가상머신 할당
AuthControl Cloud 는 각 고객별로 전용 가상머신을 사용하기

고강도 보안

때문에 다른 고객과 자원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즉, 자

Swivel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과 액세스에 지능적인 인증을

원 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공합니다. On-Premise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증 팩터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앱,

전용 방화벽

하드웨어 토큰, SMS, Voice 및 이미지기반의 인증을 모두 사용할

각 고객별로 전용 및 독립적인 방화벽을 사용하고, 보안 및

수 있습니다.

ACL 을 고객맞춤형으로 설정합니다.

높은 유연성

전용 고정 IP 주소 할당

기존 인프라와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중인 보안

AutoControl Cloud 에서는 각 고객에게 가상 인스턴스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RADIUS, SAML

위한 전용 고정 IP 를 할당합니다. 또한 자원, API 또는 엔트리

및 ADFS 등의 산업 표준들과 간편하게 연동됩니다.

포털등을 다른 고객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즉, AutoControl
Cloud 고객들은 자신들 만을 지원하는 전용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확장

서비스를 받습니다.

사용자 추가와 삭제가 용이합니다. 25 user를 사용중에 25,000

신속한 시스템간 연동

user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수 분내에 증설됩니다. 클라우드

AuthControl Cloud와의 연동은 아주 쉽고 간편합니다.

서비스는 아마존 AWS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가용성과 고확장
성을 보장 합니다.

간편한 운영 및 관리
높은 비용효율성

인프라에 대한 운영관리는 SwivelSecure 에서 담당합니다.

적정 수량의 라이선스를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거나

고객은 타 시스템과의 연동, 정책 설정 및 사용자 관리만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선투자가 과잉 투자가 발생하지

담당하면 됩니다. 관리자용 GUI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않습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생산성 향상

24/7 Support

AuthControl Cloud 를 사용하면 IT 관리자의 인증시스템 운영

Swivel Secure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에 대해 24/7

과 관련한 업무가 줄어 들어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Support 를 제공합니다.

최신 SW 자동 업데이트

On-Premise AD연동

AuthControl Cloud 를 사용하면 고객이 별도의 노력을 기

고객사에 설치된 AD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AD Agent

울이지 않아도 항상 최신 SW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W 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 합니다.

www.swivelsecure.co.kr

Swivel Secure 는 보안 인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AuthControl Sentry인증 플랫폼은 On-Premise와 Cloud를
모두 지원하는 인증 솔루션입니다. VPN, 웹, Desktop, VDI,
클라우드 액세스시에 안전한 인증을 보장 합니다.
AuthControl Sentry는 모바일 앱, SMS, OATH 토큰, Voice
그리고 이미지 기반의 인증 옵션도 제공합니다. 고객의 액세
스 보안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증 방식 또는 복수의 인
증 방식을 조합하여 최적의 보안 인증을 수행합니다.

www.swivelsecu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