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ncco Management
Console
보고서 수집 및 데이터 삭제 확인을 위한 중앙 집중식
보안 관리 지점

왜 블랑코일까요?
Blancco는 데이터 삭제 및 모바일
기기 진단 소프트웨어 분야의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사의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는 수천 개 조직으로

Blancco Management Console로 규정 준수 계획과 정책을
검증하고 강화하고 관리하세요.
Blancco Management Console은 내부 사용자, 관리자, 지원 담당 직원에게 데이터 삭제
관리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중앙 집중식 보안 관리 지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삭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자와 그룹을 만들고 수정하며 작업자 처리량 확인, 삭제
작업을 모니터링, 조작이 불가능한 보고서를 수집하여 데이터 제거 및 규정 준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여금 엔드포인트 보안정책에
보안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삭제
프로세스는 위·변조 방지 감사 추적을

주요 장점
데이터 삭제 작업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

통해 확인, 인증됩니다.

• 제품, 그룹, 날짜 범위로 필터링이 가능한 작업자 처리량 위젯으로 직원의 성과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ancco 데이터 삭제 솔루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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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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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프로세스 간소화 및 투명성 향상
• 데이터 삭제를 기존의 자산 관리 인프라에 통합하여 워크플로를 자동화하고 규정 준수를
단순화
• 모든 자산의 성능 이슈를 파악하고 보고서에 신속히 액세스하여 잠재적인 생산성 하락
문제를 해결
데이터 생애주기 전체에서 데이터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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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보기

기술 사양
중앙 집중식 프로세스 관리

접근 제어 & 사용자 관리

• 기존 AMS/ERP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위한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REST API)

•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지원

• 최소한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완전 자동화

• 관리자, 매니저, 사용자 등 사용자 수준에서 구현

• 사용자 인증을 위한 Active Directory 통합

• 삭제 및 보고 기관에 대한 세부 제어 등 사용자 역할 관리

• 자산의 성능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삭제 통계

• 기본으로 제공된 삭제 라이선스 관리

• SAML/SSO 인증(single sign-on) 지원

• 보고서 공유 및 라이선스 할당을 위해 그룹과 하위 그룹 생성 가능

• Azure 인증 지원

• 작업자 처리량 위젯으로 직원의 성과를 상세히 확인 가능

기술 사양

리포팅

• 개별 보고서의 작업 로그 등 세부 정보로 완벽히 추적 가능

• 광범위한 데이터 삭제 보고서 및 통계

• CSV, PDF, XML 형식으로 보고서 제공

•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정보 기록

• 빠르고 편리한 보고서 검색(날짜로 검색 포함)

• 편리한 보고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편집, 이메일 전송, 검증

•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사용자가 만든 보고서 추가

• 수신한 보고서를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직접 백업

• 라이브 관리로 자동 보고서 가져오기

• 보고서 보관
• 기업로고 삽입 등 보고서 커스터마이즈 가능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

보안 감사

언어 지원

• 듀얼 코어 프로세서 이상

• (합법적인) 삭제 증빙

• 영어

• 4GB RAM 이상

• 광범위한 자산 및 관리 추적망

• 프랑스어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 삭제 프로세스의 완전한 투명성

• 독일어

• 디스플레이

• 일본어

• 키보드 및 마우스

• 포르투갈어

• USB 포트

• 중국어

• Java Runtime Environment(OS와 무관)

• 스페인어
자세한 내용은 Blancco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세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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