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CertCentral® Managed Automation은 핸즈프리 인증서 
등록, 설치 및 갱신을 제공하여 인증서 수명 주기 관리를 
간소화하고 인증서 만기 또는 인적 과오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의 위험을 감소하는 서비스입니다.

CertCentral® Managed Automation의 풍부한 기능 집합은 
TLS 및 보안 관리자가 인증서 자동화를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유지 관리를 최소화하고 작업을 통합하는 자체 
제어 인프라를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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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간접비 및 비즈니스 중단 위험 
감소

사용자가 트리거할 수 있거나 예약할 수 있는 자동화된 
CSR 생성, 인증서 발급, 설치 및 검증으로 인증서 설치 
및 갱신 관리의 간접비 감소. 

인증서 만기 또는 인적 과오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의 
위험 감소.

정책을 통합하도록 준수를 개선하고 위조 인증서 
발급을 감소하는 중앙 집중식 가시성 및 관리를 통해 
보안 수준 개선.

중앙 집중식 관리 및 미세한 제어로 
프로세스 자동화 

자동화할 수 있는 인증서 유형을 제어하는 프로필 

자동화 이벤트를 지정된 유지 관리 창으로 제한하는 
예약

핸즈프리 갱신 프로세스를 트리거하는 자동 갱신

대량의 정책 변경 발행 또는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대량 
작업

자동화된 라우팅을 위한 승인 워크플로

실행 가능한 이벤트 알림용 알림

자동화 이벤트 활동의 자세한 보기를 통한 보고

에이전트가
생성한 CSR

에이전트가
CSR을 CC에
전달

관리자가요청
승인(선택사항)

CC에서인증서
발급

에이전트가새
인증서선택

에이전트가
서버에인증서

설치

자동설치
및갱신

CertCentral® Managed Automation으로  
자동화된 인증서 프로비저닝

인증서 프로비저닝 및 갱신의 핸즈프리 자동화



CertCentral® Managed Automation

자체 제어 인프라

CertCentral® Managed Automation은 인프라 유지 
관리의 IT 간접비를 자체 제어하고 감소하는 센서 및 
에이전트를 통해 전달됩니다. 센서 및 에이전트는 자동화 
이벤트 요청을 위해 CertCentral을 테스트하고 자동으로 
새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기능 중단에 대한 알림을 
전달합니다.

지원되는 플랫폼

웹 서버: Apache HTTP Server, Apache Tomcat, 
NGINX, IBM HTTP Server, Microsoft IIS

로드 밸런서: F5, Citrix NetScaler, A10, AWS 
Application Load Balancer, AWS Network Load 
Balancer, AWS CloudFront(CDN)

센서및에이전트(하이브리드모델)

에이전트제어

센서제어

방화벽로드밸런서센서에이전트 서버

DigiCert, Inc. 정보
DigiCert는 디지털 신뢰 분야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 세상 속 발자국에 대한 보안을 보장합니다. 디지털 신뢰 플랫폼 
DigiCert® ONE은 공공 및 민간 신뢰 부문을 비롯해 웹사이트 보안, 
기업 액세스 및 통신, 소프트웨어, 아이덴티티, 콘텐츠 및 기기 등의 
넓은 분야에서 가시성과 제어의 중앙 집중화를 제공합니다. DigiCert는 
수상 경력이 빛나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산업 선두 주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기준, 지원 및 운영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다양한 선두 기업들이 디지털 신뢰 제공사로 DigiCert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igicert.com을 방문하거나 @digicert.를 
팔로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igicert.com/kr/tls-ssl/
certcentral-tls-ssl-manager 의 양식을 사용하여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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