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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인증
당사의 솔루션은 테스트를 거쳐 인증,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고객이 
가장 엄격한 수준의 보안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증

CC인증(ISO 15408) 
CC인증(Common Criteria)은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북미의 31개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보안인증입니다. Blancco 6.9.1과 Blancco File Eraser는 CC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ANSSI 
Blancco는 ANSSI(프랑스 정보보안청)의 모든 인증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하여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삭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첫 사례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ANSSI 평가에는 HDD 삭제 및 SSD 삭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ÜV Saarland
TÜV Saarland는 긍정적 결과에 근거하여 Blancco 삭제 제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TÜV Saarland
는 Blancco 소프트웨어가 모바일 기기, 이동식 미디어, LUN, 드라이브에서 개인 데이터, 파일 및 폴더를 
삭제함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NYCE 
Blancco의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는 NYCE 멕시코 개발 표준에 따라 승인 및 인증되었습니다. 
Blancco의 삭제 방식은 데이터 삭제에 관한 INAI 가이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Blancco Drive Eraser 7.3.1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ISO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등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는 “GS인증(1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폴란드 국가안보부  
폴란드 ABW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특수기관입니다. Blancco는 폴란드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유일한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스웨덴 국군 
Blancco는 스웨덴 국군의 인증을 받았으며, 스칸디나비아 및 북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침해에 대한 완벽한 방어선을 제공합니다.

국립 사이버보안센터(NCSC)  
Blancco는 영국정부의 국가정보보안기관 NCSC(국립 사이버보안센터)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Blancco 
제품은 HMG Infosec Standard No.5에 명시된 최고 레벨 보안사양을 충족합니다. 

https://www.commoncriteriaportal.org/
https://www.ssi.gouv.fr/entreprise/produits-certifies/produits-certifies-cspn/
https://www.tuev-saar.de/
https://www.nyce.org.mx/
https://www.tta.or.kr/tta/index.do
https://sw.tta.or.kr/product/prod_gsce_view.jsp?num=7219&pa=cb09239aeba1973694e1a19ad149d59f
http://www.abw.gov.pl/en
http://www.abw.gov.pl/en/
https://www.ncsc.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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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SA(자산폐기 및 정보보안 기관)  
ADISA Research Center 는 ADISA Certification Limited에서 운영하는 테스트 실험실로서 데이터 덮어쓰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Blancco의 SSD 삭제 방식은 ADISA Test Level I(표준 COTS 포렌식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한 공격) 
및 Test Level II(반도체 칩에서 직접 데이터를 읽도록 설계된 표준 침입/파괴 테스트 도구를 사용한 공격)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Blancco Mobile Device Eraser는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제품으로 ADISA Test Level I을 통과, 인증되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승인 및 권장 내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Blancco의 데이터 삭제 제품은 NATO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권위 있는 NIAPC(NATO 정보 보증 
제품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Blancco는 NATO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천을 받고 NIAPC
에 등재되었으며, NATO 군사 파트너와 평화 프로그램 회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TRAFICOM(핀란드 통신 규제청)  
핀란드 통신 규제청은 보안 등급 I-IV의 HDD와 SSD에 대한 데이터 삭제에 있어서 Blancco 삭제 소프트웨어를 승인하였습니다. 

BSI – 연방 정보기술보안청 
Blancco는 GISA(독일 정보보안기관)라고도 불리는 BSI(연방 정보보안청)의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기밀 
문서에 대한 BSI 지침의 엄격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TÜV SÜD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국가통신보안국 
네덜란드의 국가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일반 정보보안서비스부 산하 NBV(네덜란드 국가 
통신보안국)은 HDD 및 SSD 삭제에 대해 Blancco 5를 승인하였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보증

Ontrack 
데이터 복구 분야의 글로벌 기업 Ontrack은 서버, 랩톱 등의 HDD 및 SSD에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삭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Blancco Drive Eraser 6을 공식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회사 인증, 승인, 권장 내역

ISO9001 ISO27001 MSCI ESG 등급

Blancco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blancco.com/k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adisa.global/
https://www.nato.int/
https://www.traficom.fi/
https://www.bsi.bund.de/EN/Home/home_node.html
https://www.aivd.n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