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yondTrust의 Universal Privilege Management 접근 
방식은 패스워드,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전반에 걸쳐 
권한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조직이 위험을 줄이고 
규정 준수를 달성하고 운영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시성과 제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권한접속관리 솔루션
BeyondTrust의 통합 제품 및 플랫폼은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PAM 솔루션을 제공하여 조직이 기존 환경,  

클라우드 환경 및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서 공격 경로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사적으로 모든 권한을 상시 보호

UNIVERSAL PRIVILEGE 
MANAGEMENT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권한 패스워드 관리 엔드포인트 권한 관리 원격접속보호

BEYONDINSIGHT  
플랫폼

모든 유형의 권한 계정 및 세션을 검색,  
관리, 감사 및 모니터링합니다.

Windows, Mac, Unix, Linux 및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의 과도한 최종 사용자  

권한을 제거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접속관리 플랫폼으로 가시성을 
극대화하고, 배포를 간소화하고, 작업을 자동화하고, 보안을 개선하고, 권한 관련 
위험을 줄입니다.

공급업체, 관리자 및 서비스 데스크의  
원격 권한 접속 세션을 보호,  
관리 및 감사합니다. 

검색  •  위협 분석  •  보고  •  커넥터  •  중앙 정책 및 관리



“뛰어난 보안, 경영, 관리 
및 감사 기능을 지닌 
BeyondTrust PAM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TATA CONSULTANCY SERVICES

활용 사례
크리덴셜 도난, 권한 오용 및 원하지 
않는 원격 액세스와 관련된
위협을 방어합니다.

패스워드 및
크리덴셜 보호

사용자 및 시스템에서
관리자 권한 제거

애플리케이션의
내장된 패스워드 제거

애플리케이션 사용 제어

사용자, 데스크톱 및
디바이스 지원

제3자의 액세스로 인한
위험 완화

규정 준수 위임사항 충족

UNIVERSAL PRIVILEGE MANAGEMENT

BeyondTrust는 PAM(권한접속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업체로서 기업의 모든 권한을 전사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eyondTrust의 Universal Privilege Management 접근 방식은 패스워드,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전반에 걸쳐 권한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조직이 위험을 줄이고 규정 준수를 달성하고 운영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시성과 제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beyondtrust.com/ko

V2020_01_KOR

권한 패스워드 관리
모든 권한 계정 관리

• 모든 유형의 권한 계정을 검색, 범주화 및 자동 온보딩 
• 권한 크리덴셜을 완벽히 제어하고 책임 소재 명확화
• DevOps 워크플로우의 민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밀 및 
권한 크리덴셜에 대한 액세스 관리

엔드포인트 권한 관리
몇 개월이 아닌 며칠 만에 최소 권한 실현

• Windows, Mac, Unix 및 Linux에 최소 권한을 적용하여 
악성코드, 랜섬웨어를 비롯한 악의적 공격 방지

•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스크립트, 작업 및 명령에만  
JIT(Just-In-Time) 권한 할당

• Microsoft AD를 확장하여 Windows와 Mac, Unix 및 Linux 
사이의 보안 허점 해소

원격접속보호
공급업체 및 원격 액세스 활성화

• VPN 없이도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디바이스에 연결
• SaaS, 클라우드 호스팅 PAM 솔루션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유연하게 배포

• 명확한 감사 내역 및 보고서를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세션 
모니터링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보안 솔루션
패스워드, 액세스 및 엔드포인트 전반에 걸쳐 권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데이터 보안 침해를 
방지하고 규정 준수를 달성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