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Control Sentry: Token

AutoControl Sentry 솔루션은 On-Premise 와 Cloud 를 모두 지원하는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입니다. 최신의 새로운 인증 수단이 속속 출현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토큰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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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로 인해 토큰리스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증 수단이기도 합니다.
Key Features:

Business Benefits:

전용 디바이스
SwivelSecure 토큰은 OTC 생성 전용 디바이스로서, 보안

신뢰성 있는 보안

코드를 생성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물리적 토큰을 사용한 인증 방식은 전화기도 필요 없고, 통신
연결이 되지 않아도 사용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비용

개방형 표준 디바이스
Swivel Secure 사의 토큰은 OATH Token 으로 다른 인증
솔루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표준기반의 디바이스입니다.

하드웨어 토큰은 가격이 고정적입니다. 즉,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거나 MDM 과 같은 관리소프트웨어에 추가

높은 호환성

투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통제와

AuthControl Sentry 인증 솔루션에서는 다른 제조사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OATH 토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토큰의 serial 과
seed 를 등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 경쟁력
SwivelSecure 하드웨어 토큰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토큰 프로토콜 지원

RSA 와 같은 비슷한 토큰 가격과 비교해 보십시오.

SwivelSecure 의 OATH 토큰은 TOPT, HOTP 및 OCRA 와
같은 모든 유형의 토큰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편리한 사용법
토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OTC 가 화면에 표시되고,

PIN을 요구하는 강력한 OTC 생성

이를 읽어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OCRA(OATH Challenge Response Algorithms)를 지원하는
OATH 토큰은 PIN을 입력해야 OTC 가 발행되므로 보안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배터리 수명
최소 4 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보장합니다.

다른 인증 팩터와 결합
토큰기반의 인증방식은 Swivel 의 다른 인증 팩터들과 결합하면
고객 맞춤형 유일 인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Logo 브랜딩
토큰에 고객사의 Logo 를 인쇄하여 Bradning 이 가능합니다.

www.swivelsecure.co.kr

AuthControl Sentry는 다양한 인증 옵션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SMS, OATH 토큰, 전화를 이용한 2 팩터 인증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 강력하고 편리한 이미지 기반의 인증 방식도
동시에 제공합니다.
AuthControl Sentry는 Risk-based Adaptive 인증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의 액세스 환경의 보안 리스크에 가장 적합한 인증 방식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리스크에 대한 점수 부여와 인증팩
터 선택은 보안 규칙 설정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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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 Multi-Factor Authentication
• Single Sign-On
• Federation
• Adaptive Authentication

Deployment
• On premise
• HA configuration
• Hybrid
• Cloud

• RADIUS
• SAML
• ADFS
• OATH

Features
• User Self-Help
• Low management costs
• Flexible Licensing
• 24 x 7 Suppor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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