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 계정 보호 및 규정 준수 실현

PRIVILEGE MANAGEMENT
FOR UNIX & LINUX 

루트 액세스 제한
특정 작업 또는 명령만 실행하도록 
세분화된 권한 상승 규칙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용자 활동 감사
파일, 스크립트 및 디렉토리에 대한 
무단 변경을 방지합니다.

로그 및 세션 모니터링
수상한 사용자, 계정 및 자산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BeyondTrust Privilege Management for Unix & Linux는 복잡한 서버 
환경에 대해 탁월한 가시성과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엔터프라이즈급 권한 관리 솔루션입니다.

특징 및 기능
• 감사 및 거버넌스: 키 입력 로그, 세션 기록 , 및 기타 권한 이벤트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저장하고 인덱싱하여 사용자 행동을 분석합니다.

• 세분화된 최소 권한: 세분화된 정책 기반 제어를 통해 Unix 및 Linux에서 표준 
사용자의 권한 수준을 높입니다.

• 동적 액세스 정책: 시간, 요일, 위치 및 애플리케이션/자산 취약성 상태와 같은 
요인을 활용하여 권한 상승을 결정합니다.

• 원격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 사용자가 관리자나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규칙에 따라 특정 명령을 실행하고 세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및 정책 무결성 모니터링: 중요 정책,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파일의 변경 사항을 감사하고 보고합니다.

• 권한 위협 분석: 최고 수준의 보안 솔루션에서 얻은 자산 취약성 데이터 및 보안 
인텔리전스를 사용자 행동과 대조해 상관 관계를 분석합니다.

클라이언트 정책/로깅 서버

정책

이벤트 
로그

세션 
레코더

1 사용자 요청을 
정책 서버로 
전송

2 중앙 정책을 
기준으로 
요청 확인

중앙 이벤트 로그에 
요청 기록(필요한 경우 
세션 기록)

3 정책 결정 사항을 
사용자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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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Trust는 권한접속관리 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로서 권한과 관련된 보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엔드포인트, 서버, 클라우드, DevOps 및 네트워크 디바이스 환경 전반으로 위협이 번지는 상황에서 조직은 BeyondTrust의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권한 보안 조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BeyondTrust는 20,000여 고객사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beyondtrust.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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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점 

규정 준수 보장
• 모든 사용자 활동에 대해 명확한 감사 내역을 제공합니다.
• 권한 계정이 필요한 IT 작업을 분리함으로써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

• 중요 파일 및 정책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시스템 및 파일 보호
•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액세스 권한만 제공하여 공격 
경로를 제한합니다.

• 루트 계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 승인된 애플리케이션/명령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악용될 수 있는 우회로 또는 허점을 제거합니다.
• 컨텍스트와 위험을 기준으로 권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중요 파일을 악성코드와 오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효율성 향상
• sudo를 사용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효율화합니다.
• 중앙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관리를 간소화하고 배포 속도를 
높입니다. 

“Privilege Management for Unix and 
Linux 구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SSH를 통한 액세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서버 액세스가 제한됩니다. 
감사자들은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IT직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VP SYSTEMS/RECOVERY,
CTO, DCI

BeyondTrust Privilege Management for Unix & Linux는 
Debian GNU, HP-UX, HP Tru 64, Red Hat Enterprise 
Linux, Sun Solaris, SuSE Linux Enterprise, VMware 
ESX, IBM AIX 등 100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