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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화된 AD를 기반으로 전사 AD계정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인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사 연동

• 인사 데이터 수집 후 AD에 계정 자동 생성

• 전체, 수정분(Delta), 예약, 즉시 연동 지원

• 엔진 & 확장 스크립트 지원으로 다양한 정책 적용

• 메타 디렉터리 운영으로 연동 정책 & 이력 관리

자격 증명

• AD, ADFS, Exchange, SharePoint 프로비저닝 자동화

• Password Self Service 제공

사용자 관리

• 인사 원장 외 사용자 계정 관리 지원

• 계정 라이프 사이클 관리

• 셀프 프로파일 관리

통합 관제

• ADFS 로그 기반 통합 관제

• 인증 분석 관리 – 비정상 인증 및 징후 알림

• 통합 모니터링 및 통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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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업 분류 세부 분류 상세 메뉴

계정 관리

사용자 관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 가상사번)

생성, 검색, 삭제, 정보 변경

계정 관리 (계정 잠김 해제, 암호 변경)

겸직 처리

휴가자 처리

부서 관리

인사 부서 생성, 검색, 삭제, 정보 변경

가상 부서 생성, 검색, 삭제, 정보 변경

로그 정보 관리도구 작업 로그 계정 관리 시스템 작업 로그 검색

시스템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 서비스 동작 여부 확인

수동 동기화 - 수동으로 art.Sync 동기화 작업 실행

동기화 로그 - 단계별 동기화 작업 로그 검색

시스템 로그 - 연동 작업 상세 로그 검색

권한 관리

권한 관리 - 권한 생성, 검색, 변경, 삭제

권한 위임 - 사용자 및 그룹에 권한 위임, 삭제



















순번 고객사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1 삼성전자 글로벌 사용자 인증체계 개선 2018

2 삼성전자 통합인증 구축 운영 2018

3 삼성전자 해외 AD 운영 2018

4 제일기획 Office 365 구축 2017

5 ABK생명 클라우드 이메일 연계 시스템 구축 2017

6 한국투자저축은행 AD 인프라 구축 2015

7 삼성증권 AD Sync 공급 및 커스터마이징 2015

8 SC은행 Win7 Phase3 및 서버 업그레이드 2015

9 SK하이닉스 충칭 AD 시스템 개선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