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Control: Unified Access

AuthControl Sentry 솔루션은 On-premise 와 Cloud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의 다양한 리스크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인증 방식을 결정하는 리스크 기반의 상황
적응형 인증(Adaptive Authentication) 솔루션입니다. 통합로그인 포탈을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 액세스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Key Features:
Business Benefits:

상황적응형 로그인
어떤 사용자가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날 동안에는

이용 편리성 보장

Username 과 Password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Swivel Secure 통합 액세스 포탈은 여러 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액세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싱글사인온을 통해
사용자의 편리성과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표준화 된 로그인 절차

생산성 향상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방법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표준화된 로그인 포탈과 절차를 사용하므로, 모든
통합 인증 포탈에서 한 번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
에 액세스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생산성이 향상

요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

됩니다.

인증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통합포탈은 사용자를 위한 통합 액세스 창구입니다.

비용 절감

어떤 서비스에 2FA 요구가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헬프데스크 업무의 약 50%가 패스워드와 관련이

2FA 를 직접 연동 시키는 대신 통합 액세스 포탈을

있습니다. 통합액세스 포탈을 적용하면 IT 관리비용과

통해 2FA 를 제공합니다.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포탈 인증 구성

보안성 향상
패스워드가 많아지면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 액세스 포탈을
사용하면 쉬운 패스워드 사용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서비스에
대한 추적성이 높아져 보안성이 향상됩니다.

편리한 관리
VPN, Cloud 및 Hosts와 같은 여러 종류의 서비스
에 대한 액세스 보안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

개별 서비스 인증 구성

하여 연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합 액세스 포
탈은 여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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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vel Secure는 보안 인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AuthControl Sentry 솔루션은 On-Premise와 Cloud를 모두 지원
하는 인증 플랫폼으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선택
하고 있습니다.
AuthControl Sentry 솔루션은 Mobile Apps, SMS, OATH
Tokens, Telephony 그리고 강력한 이미지 기반의 인증 옵션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증방식 또는 여러 인증 방식의 조합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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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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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