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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 EMS Enterprise 고객 포털은 최종 고객이 자격(Entitlement), 다운로드 내역 및 활성화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셀프 서비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차세대 포털은 Thales Sentinel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 설계 
전문가가 개발하고, Sentinel EMS 공급사 포털에 적용된 최신 프레임워크에서 생성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UI로 더 나은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포털은 Thales Sentinel 라이선싱 기술뿐만 아니라 Sentinel EMS와 통합했을 수 있는 
3rd party 시행 기술의 모든 원칙을 지원하는 호환성을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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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첫 로그인 페이지 그림 2 -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

https://cpl.thalesgroup.com/software-monetization


포털에서는 최종 고객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격(Entitlement) 및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공급사의 경우, Sentinel EMS 공급사 포털에서 몇 번의 마우스 클릭을 통해 허용된 로그인 방법 및 사용자 등록 요구 
사항과 같은 고객 포털에 대한 설정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장점은 쉽게 브랜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사의 로고를 넣을 수 있고, 회사 브랜드에 
맞게 색 구성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파비콘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맞춤화된 경험을 위한 특별한 
맞춤 브랜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 관점의 포털인만큼, 기존에 사용하던 포털, 도구 및 웹 사이트와 같은 형태와 느낌을 
유지하는 부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격(Entitlement) 페이지를 통해 최종 고객은 자격이 부여된 제품을 보고, 부여된 모든 자격을 조회하고, 기간, 수량 및 특별 조건 등 
자격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활성화(Activation) 또한 이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림 3 – 자격(Entitlement) 목록

그림 4 – 자격(Entitlement) 세부 정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최종 고객은 다운로드 권한이 있는 모든 제품 또는 관련 콘텐츠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능은 ESD(Electronic Software Delivery)와 함께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고객, 자격 및 관련 다운로드 간의 관계는 
Sentinel EMS 공급사 포털에서 관리됩니다.

그림 5 – 다운로드(Download) 페이지

활성화(Activation) 페이지에서 고객은 지정된 로그인 또는 자격ID (EID)에 대해 적용된 모든 활성화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적용된 모든 활성화 내역, 적용 시간 및 활성화된 수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포율을 추적하고 
유효기간과 배포 수량이 언제 소진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이전 활성화 내역도 비활성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 활성화(Activation) 페이지

로고, 아이콘 및 색 구성표를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본 기능 외에도 고객 포털은 Thales Professional Services를 통해 더 
중요한 사용자 정의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례로 기본 레이아웃 변경 또는 추가 정보 필드 표시가 있습니다.

Sentinel EMS 고객 포털은 Thales Sentinel의 주력 제품인 자격 관리 솔루션인 Sentinel EMS Enterprise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https://cpl.thalesgroup.com/ko/software-monetization )를 참조하십시오.

©
 T

ha
le

s -
 M

ar
ch

 2
02

2•
 E

H
V2

> cpl.thalesgroup.com/software-monetization <

문의 –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정보는 아래 참조 cpl.thalesgroup.com/ko/software-monetization/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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