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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젬알토

부스번호 : C105

대 표 : 송경식

전 화 : 02-3430-3000

팩 스 : 02-537-821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91-31 아남정보빌딩 11F

홈페이지 : www.safenet-inc.kr

업체소개 :

젬알토 세이프넷은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 기술 공급 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 혁신적이고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자격 관리 솔루션을 30년이상 제공해왔습니다. 통합이 쉽고, 직관적이며

혁신적이고 기능에 집중한 센티널 소프트웨어 수익모델 솔루션은 조직의 규모나 기술적 요구사항, 조직의 구조

에 관계없이 고유의 라이센스 부여, 실행 관리가 가능합니다. 복제 및 지적 재산권 보호로부터 카다로그 관리와

지속적인 최종사용자 경험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소프트웨어 수익모델 생명주기적인 시각으로 접

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젬알토 세이프넷이 유일합니다. 젬알토 세이프넷은 지금까지 새로운 요구

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진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왔으며, 전세계 25,000 개 이상의 세이

프넷 고객들은 센티넬을 선택함으로 현재와 미래에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비지니스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알고 있

습니다.

1. 센티넬 LDK

Sentinel LDK(Licensing Development Kit)는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라이센싱과 관리가 단일 솔루션에서 가

능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 특징

세계 점유율 1위의 소프트웨어 보안과 라이센싱, 권한부여 관

리 시스템

2. Sentinel Cloud 서비스

보안업계의 글로벌 리더인 세이프넷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싱과

권한부여 관리 노하우를 클라우드에 적용한 솔루션입니다.

SaaS 어플리케이션 공급사는 빠르고 쉽게 사용자의 기능별 권

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요금 청구와 사용내역 조회로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범주를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aaS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범주 적용과 관리만을 위한 단독

솔루션이지만, 클라우드와 온 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모델을 Sentinel LDK와 Sentinel RMS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특징

SaaS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3. Sentinel RMS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사용에 대한 제어가 완벽하고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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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솔루션입니다. 유연한 라이센싱에 중점을 두어 중간

규모 이상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 특징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위한 최적의 보안솔루션

4. Sentinel EMS

Sentinel EMS는 전체 라이센싱 주기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중

앙 집중화된 라이센스 관리 인터페이스와 백오피스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 기능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Sentinel EMS는 업계 유일의 SAP인증라

이센스와 권한부여 관리 시스템입니다.

* 특징

확장 가능한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권한부여 관리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