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이제 개인정보보호는 AhnLab Privacy Management로 한 번에 해결하십시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중심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기술적 조치 완벽 구현

AhnLab Privacy Management는 APC Appliance 기반으로 안티바이러스(백신)부터 패치, 개인정보 관리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보안 프레임워크를 구현합니다.

백신
관리

패치
관리

개인정보 필요 부서

개인
정보
관리

기술적 조치

부서 내 개인정보 운영현황
열람•조회

메일 송•수신 시 첨부되는 파일의

APC Appliance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경고

외부 저장 매체로의 개인정보 파일
복사•이동 시 경고•로그
백신•패치 업데이트
공유폴더를 통한 개인정보 파일
공유 경고•로그

암호화

(개인정보 관리

사용을 줄이고, 사용 시

부담 최소화)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

암호화

격리

•개인정보를 파일로

•악성 프로그램 방지 :
월 1회 이상 백신

악성코드/패치

SW를 주기적으로

•V3와 패치 관리 기능 연동

갱신•점검

개인정보 불필요 부서

•개인정보를 외부
부서 내 개인정보 운영현황
열람•조회

매체로 전송 시
로그 저장

매체 제어

및 통제 필요

V3 및 패치 관리 기능을 통해
메일 송•수신 차단

개인정보 사용 현황
모니터링•정책 설정

인증 암호화 모듈 사용,
128bit 암호화 알고리즘 지원

대한 암호화 필요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사용(로그)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암호화 기능 지원 : 국정원

만들 경우 파일 자체에

예외 요청
(사유 등록)

AhnLab Privacy
Management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팀 내 관리자

완전 삭제

주요 내용

•외부 저장 매체 및 공유
폴더로의 파일 복사•이동
로그 저장(추후 제공)
•V3의 매체제어(USB 통제) 및
APC의 공유폴더 해지 기능과
보완 사용 가능(추후 제공)

완전 삭제
V3의 매체제어 기능으로
USB 사용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 보호 조치 주요 요구 사항>

APC의 공유폴더 제거 기능으로
공유폴더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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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Lab Privacy Management는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중심의 통합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으로,
개인정보 보유 현황 탐지부터 조치까지 중앙에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AhnLab
Privacy
Management
•전용 장비 : 최적화된 HW 기반으로 개인정보•백신•패치 관리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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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Lab Privacy Management는 실무자(개인정보

도입 효과

부담을 해소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의 번거로움은 최소화하고

관리 책임자의 편의성은 극대화하였으며, 전문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무자

관리자

전문 관리
서비스

번거로움
최소화

편의성 극대화
신속한 대응

개인정보 체계 확보 및
의식 수준 제고

자동 검색 및 관리

모니터링•감사 보고서
•조치 일원화

자가 진단 서비스

유휴 시간에 동작

공지•원격 통제•네트워크
차단 등 추가 조치

전문가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암호 입력 최소화

백신•패치•개인정보
통합 관리

온/오프라인 전문 교육

직관적인 현황판

선택형 대시보드

원격 점검 서비스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현
•통합 콘솔 : 자산관리부터 보안 이슈 탐지 및 조치까지 하나의 관리

통합 관리

콘솔에서 통합 관리
•단일 에이전트 : 다수의 에이전트 설치로 인한 클라이언트 PC 자원
점유 및 충돌 문제 해소

개인정보 수집

•설치 유도 : 관리상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에이전트 설치 유도

•차세대 개인정보 검색 기술(Neuron Search™)을 통한 개인정보 파일
실시간 추적•관리
※ 뉴런 서치(Neuron Search™) : 기존의 실시간 검색, 증분 검색

개인정보
이용•제공

취급자)의

개인정보
탐지•추적

기술을 사용자의 파일 관리 패턴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융합한
안랩의 개인정보 검색 기술(현재 특허 출원 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등급별 분류 기능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여권번호, 이메일 주소 등 다양한 개인정보
패턴 및 속성에 대한 복합 스캔 정책 설정
•조직의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사번, 학번 등) 설정 및 검색 가능

•개인정보 파일 처리 기준 준수(파일 완전 소거, 암호화, 격리) 및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관리•조치

파일 이력 관리

APC Appliance 기반의 통합 관리로 TCO 최소화

차세대 검색 기술
(Neuron Search™)

통합 보안 관리
(백신•패치•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리 조치
(소거•암호화•격리)

•그룹별•부서별 정책 적용 및 그룹•부서장의 팀 내 개인정보 현황 조회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기능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

PrivacyCare Service

AhnLab Priva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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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Lab Privacy Management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특화된 전문 관리 서비스
(PrivacyCare Service)를 제공합니다.

※PrivacyCare Service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랩의 전문 케어 서비스

PrivacyCare
Service
<서비스 종류>

자가
진단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준수 관련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전문가
진단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대책 제시(간소화 점검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현황 진단 +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현황 진단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조직과 개인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
교육

컴플라이언스 이해 증진 도모
-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교육 : 안랩 전문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공

웹 보안
점검

•고객 주요 홈페이지 콘텐츠 내 개인정보 노출 원격 점검

- 개인정보 노출 점검 보고서 제공
- 주요 포털 사이트 크롤링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 제공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및 범위는 공급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라이선스 수량 기준

자가 진단

250 이하

○

251 ~ 500

○

501 ~ 1000

전문가 진단

보안 교육

웹 보안 점검

○

○

○

○

○

○

○

○

○

1,001 ~ 10,000

○

○

○

○

10,001 이상

○

○

○

○

※라이선스 수량에 따라 서비스 범위 및 횟수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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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PC Appliance 2000

APC Appliance 5000

APC Appliance 10000

관리 유저 수

2,000 User

5,000 User

10,000 User

Intel Dual Core

Xeon Quad Core

Xeon Quad Core

2GB / 320GB

4GB / 320GB

16GB / 2TB

사용 환경
HW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우) 463-400
홈페이지: http://www.ahnlab.com
대표전화: 031-722-8000 팩스: 031-722-8901
Copyright(C) AhnLab, Inc. 2003-2012 All Rights Reserved.

SW

Linux / IBM DB2

옵션

디스크 추가(RAID 5) 또는 10GB Ethernet Port 추가

10GB Ethernet Port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