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데이터 보호 솔루션

Computation Equipment In & Out Management + Computation Data Protection Solution

노트북,전산 장비 분실/반출로 인한 정보 유출이 고민이라면,

,Inc.

은
반출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출장비가 어디에 있든지 완벽히 관리하고,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출장비 보안 관리 솔루션입니다.

주요 특징 FEATURE

• 전산장비 내 모든 파일 암호화/복호화

• 장비 반출입 관리 및 보고서 기능

• VPN CLIENT 접속 장비 관리

• 국정원 검증 필 암호 모듈 적용

• 무단 반출 시 장비 사용 중지 및 추적

• 용역 수행 업체 장비 보안 관리

• USB 드라이브 및 폴더, 파일 접근 제어

• 원격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관리

• 망분리, 클라우드 장비 관리

필요성 NECESSITY

1. 불법적으로 반출 및 사용되는 사내 전산장비의 사용을 관리해야 할 때
2. 내부 및 외주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노트북을 관리해야 할 때
3. 공공기관에게 해당되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전산장비 반입/반출 관련)'의 준수가 필요할 때
4. 사내 전산장비에 저장된 기밀 자료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
5. 분실된 전산장비의 사용을 차단해야 할 때
6. 사외에서 업무를 보던 중, 노트북을 도난 당했던 적이 있을 때
7. PC및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자료가 유출 및 변조될까 불안할 때
8. 사외에서도 안전하게 전산장비를 사용하고 싶을 때
9. 회사의 시스템 자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

시스템 구성도 ARCHITECTURE

인가된 외부 사용자
: 전산장비 정상 사용

외부 사용 인증키

보안서버 : 인증서버, 중계서버

분실된 전산장비
: 전산장비 사용 불가

불법 반출 사용자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불가

: 전산장비 사용 불가

외부 용역 직원
: 데이터 유출/변조 불가

사내 네트워크 망에서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산장비 사용 가능
사외 네트워크 망에서 인가된 외부 사용자는 인증키를 받아 안전한 전산장비 사용 가능
불법 전산장비 반출 사용자는 전산장비 사용 완전 불가 (강제 차단)

주요 기능 FUNCTION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

정책 관리 / 환경 설정

•
•
•
•
•

•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정책 설정 및 환경 설정

반출 승인에 의한 암호화 된 인증키 발급
반출 시, 관리자 승인 및 반출 기간 설정

(실서비스/시범 서비스 선택, 서버 점검 시간, 내부망

관리자에 의한 강제 반입 처리

정책, 관리자 반출 승인 등 설정)

자산코드 등록에 의한 사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통계자료, 자신 이력 추적 내역, 각종 로그 자료 제공

• 인사 DB 연동 및 CSV 등록
• 시스템 인수 인계 관리

전산장비 분실 관리

데이터 암호화 및 폴더 잠금

• 불법 반출 / 도난 / 분실 시, 강제 반입 처리
• 비허가 네트워크(IP)에서 시스템 사용 차단
• 도난 및 분실 신고 시, 위치 추적 정보 제공

• 파일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파일 암호화 / 복호화
• 중요 폴더 / 드라이브 잠금 및 접근 차단
• 특정 폴더에 자료를 격리하여 암호화 및 삭제 관리

외부 PC 및 내방객 관리

원격 모니터링 / 프로세스 관리

• 외부 전산장비 반입 시, 담당자 확인 및 반입절차 필요
• 외부 전산장비의 불법 반입 및 반출 차단
• 반입증 출력, 반입 기간 연장 기능

•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관리
• 원격 화면 캡쳐 (*.JPG)
• 네트워크(IP) 대역에 관계 없이 전산장비의 원격 관리

도입효과 THE EFFECT
부서별로 효율적인 전산장비 관리

데이터 외부 유출 차단

전산장비의 무단 반출 시, 신속한 대응

철저한 외부 보안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준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의 전산장비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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