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클라우드 인증 및 액세스를 위해 
탈레스의 SafeNet Trusted AccessSafeNet Trusted Access를 이
용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thalesgroup.com

개요

국제적인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외부에서도 
클라우드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뿐에 쉽고 안전하게 
접속하여 원격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해킹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본 회사는 기존에도 인증 솔루션을 쓰고 있긴 
했지만,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인증을 위한 2단계인증을 
필요로 하여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사용을 확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이 외부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솔루션을 
찾게되었습니다.

도전 과제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

본 회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로그인 환경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탈레스의 SafeNet Trusted Access를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인증 및 액세스 
관리 수요

기업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공격하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침해를 당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손해도 입게됩니다.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솔루션은 사이버 
보안의 한 부분일 뿐 모든 것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부동산업계의 회사들의 경우  올바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적시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인증 및 액세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솔루션

SafeNet Trusted Access는 이 부동산 회사가 필요로 하던 
멀티팩터 인증과 싱글사인온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정책 기반 
인증 및 액세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SafeNet Trusted Access는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웹 및 
클라우드 앱에 대한 인증 및 액세스를 간편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솔루션을 통해, 회사의 
사용자는 여러 클라우드 및 웹 앱에 단 한번 로그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단계별 인증 강화를 하여 모든 앱에 쉽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솔루션으로 회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됨은 물론, 기존 정책에 새로운 앱을 추가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사용자에게 
싱글 사인온(SSO)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민감한 앱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인증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었습니다. 
회사는 SAML 기반 앱에 대해 SafeNet Trusted Access를 
배포하고, RADIU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내장되어 있는 
SafeNet 인증 서비스를 통한 2단계 인증을 사용했습니다.

“  SafeNet Trusted Access 는 임직원에게 편리하고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가장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레스는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본 
회사에 뛰어난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  IT 담당자, 부동산 개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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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Net 액세스 관리 및 인증 솔루션 
소개

업계를 선도하는 탈레스의 인증 및 액세스 관리 솔루션은 
기업 IT, 웹 및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은 정책 기반 싱글사인온 및 범용 인증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하며 규제 준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레스의 인증 및 액세스 관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safenet.gemalto.com/access-management/  
을 방문하거나 https://www.brighttalk.com/
webcast/2037/334449 의 실시간 시연 웹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탈레스 소개

귀하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업들은 탈레스를 통해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데이터 보안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전략을 수립하거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규제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순간에 탈레스를 
믿고 찾아주십시오. 탈레스는 귀하의 안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을 위한 결정적인 솔루션.

장점

SafeNet Trusted Access를 구현한 후 이 회사는 조직에 배포된 
여러 앱에 대한 인증 및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가 매번 재인증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및 웹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탈레스의 SafeNet Trusted 
Access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을 지원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제공했습니다. SafeNet Trusted Access
를 통해 회사는 멀티 팩터 인증과 편리한 싱글 사인온(SSO)을 
결합하여 보다 생산적이면서도 안전한 작업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SSO를 확보했습니다.

고위험 사용자를 위한 2단계 인증 정책

SafeNet Trusted Access의 저위험 
시나리오를 위한 싱글 사인온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