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in One PC 보안

내부 및 외부 단말 PC에 모두 적용 가능한 보안점검 부터
개인정보보호, 매체제어, 정보유출방지, 출력제어, 
웹사이트 접속 제어까지 다양한 통합 보안 관리 기능 제공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일괄 통제 정책 및 예외 처리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업무 패턴에 따른 맞춤형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보보호통제" 지침에 부합 되도록
PC통합보안기능을 제공

theVangTanPC 원격 재택업무용
PC통합보안솔루션

더방탄PC는 기업 및 기관의 내ㆍ외부 업무 단말기 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위험
조건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보안 시스템으로 웹 기반의 중앙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원격 PC 통합 보안 솔루션

제조사 : ㈜지란지교에스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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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 불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
해짐에 따라 원격 접속을

한시적 허용(’20.2)

재택근무 체계로의 긴급한
전환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전 
위험 검토 및 재택근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할 우려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화 예상,

금융회사 재택근무 
수요는 꾸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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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객사 내부망

솔루션 전문기업이 만든 솔루션

26년 노하우와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보유한 지란지교의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기술지원,
유지보수까지 보장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 지원

원격 업무가 필요한 모든 기업에게 보안을 제공하며,
상황 별 맞춤 서비스로 보다 안전한 원격 재택 근무 환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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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 기능

디바이스 제어
(DLP)

연결 차단 / 읽기 전용

디바이스 개별설정

예외사용자 설정

애플리케이션 제어 프로그램(SW) 차단

출력 제어 제어방법 설정

네트워크 제어 원격PC 네트워크 통제

화면 캡처 제어 화면 캡처 차단

PC 보안점검
백신·OS·사용자·방화벽 점검

공유 폴더·USB·소프트웨어 점검

구분 제공 기능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검출 및 삭제

개인정보 강제 암호화

개인정보 실시간 및 예약 검사

웹 접속 제어 웹 사이트 접속 제어

정보유출방지 파일첨부 모니터링 및 차단

파일 보호
파일 수동암호화

파일 완전삭제

사용자 보안
보안서약서

Agent 보안

안전한 재택근무 효율적인 보안 투자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

원격 재택 근무 용
PC 통합 보안 솔루션 제공 및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

코로나19로 서둘렀던 원격근무환경
사이버 침해 및 위협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면 보안만 더하여 해결 가능

재택근무 관련 보안 가이드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준수

이미 설치된 원격 프로세스

 

보안만 더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재택근무 관련 가이드

원격 재택근무 환경

 

PC통합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