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블랑코일까요?

Blancco는 데이터 삭제 및 모바일 

기기 진단 소프트웨어 분야의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사의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는 수천 개 조직으로 

하여금 엔드포인트 보안정책에 

보안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삭제 

프로세스는 위·변조 방지 감사 추적을 

통해 확인, 인증됩니다.

Blancco 데이터 삭제 솔루션은 

전 세계 15개 이상의 정부 및 주요 

조직에 의해 시험 통과, 인증, 승인 

및 추천되었습니다. 타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는 정부 기관, 법률 당국, 

시험연구소 등에서 정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보기

Blancco Management 
Console – 클라우드
데이터 삭제 검증 및 보고를 위한 AWS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Blancco Management Console은 내부 사용자, 관리자 및 지원 
인력에게 데이터 삭제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Blancco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면 삭제 라이선스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광범위한 감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배포를 위한 별도의 내부 
인프라나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안 포털을 통해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데이터 삭제 작업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

• 매니저가 제품, 그룹, 날짜 범위로 필터링이 가능한 작업자 처리량 위젯으로 직원의 성과를 
자세히 확인 가능 

• 변조 방지 환경에서 보고서를 저장, 공유, 검색할 수 있으며, PCI DSS, HIPAA, GDPR을 
포함한 지역, 국가, 글로벌 데이터 보호 규정을 충족했음을 증명합니다

• 특정 기간의 삭제 처리량을 추적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위젯

내부 프로세스 강화 및 자산 가치 증대

• Blancco는 개인식별정보(PII)를 저장하지 않음

• 자산 가치를 향상, 자산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추가적인 내부 IT 리소스 및 인프라 
불필요

• 기존 자산 관리 인프라에 데이터 삭제를 통합하여 워크플로우를 자동화, 보안규정 준수 
프로세스 간소화

• SAML/SSO 인증(single sign-on), Azure 인증 지원

데이터 생애주기 전체에서 데이터 위생처리 검증

• 물리적, 논리적,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손쉽게 확장하고, 삭제 통계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로 작업을 최적화

• 100% 인증 및 조작이 불가능한 보고서를 통해 모든 삭제 활동의 중앙 집중식 제어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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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사양

중앙 집중식 보고서 관리 접근 제어 & 사용자 관리

•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 삭제 보고서 배포에 효율적인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 제공

• 모든 자산의 성능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삭제 통계

• 모든 Blancco Data Eraser 소프트웨어와 완벽 호환

• 전체 하드웨어 및 삭제 세부 정보 제공

• 손쉬운 사용자 관리, 사용자 권한의 글로벌 배포

• 보고서 공유 및 라이선스 할당을 위해 그룹 및 하위 그룹 생성

• 작업자 처리량 위젯을 통해 직원의 업무성과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

리포팅 보안 감사 언어 지원

• 장치 이름, 모델, IMEI, 저장 용량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한 종합보고서

• 보고서는 CSV, PDF, XML 형식으로 제공

• 기업로고 삽입 등 보고서 커스터마이즈 가능

• 상세 검색(elastic search)을 통해 보고서를 더 빠르게 
검색 가능

• 고객 이름, 자산 ID와 같은 사용자 정의 필드를 
보고서에 추가

• 수신된 보고서를 로컬 파일 시스템에 백업

• 사용이 편리한 보고서 검색 및 필터링 기능

• 광범위한 통계 제공

• 간단한 보고서 배포 옵션

• 진단 및 삭제 작업의 완전한 투명성을 통해 완벽한 
감사 내역 보장

•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일본어

• 한국어

• 포르투갈어

• 중국어

• 스페인어 

자세한 내용은 Blancco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세요. 

https://www.blancco.com/ko/about-us/contact-us/
https://www.blanc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