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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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 Eraser
기업용 스토리지 시스템의 완벽한 데이터 살균

Blancco LUN Eraser를 사용하면 가동 중지 없이 실제 환경에서 
LUN의 데이터 삭제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Blancco LUN Eraser를 사용하면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활성화된(active, live) 
스토리지 환경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Blancco LUN Eraser의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LUN을 즉시 재사용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가동 휴지(중지) 
시간만으로 데이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Blancco LUN Eraser는 최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Unix, Linux, Windows, Mac OS). WinPE를 통해 Blancco LUN Eraser를 배포할 수 있으며 
조직의 데이터 정책 요구사항에 따라 그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장점

재판매, 반환, 즉시 재사용

• 논리 단위 번호(LUN)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완전하게 삭제

• 관리자와 최종 고객을 위한 LUN ID, 포트, 경로,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 다양한 방식으로 삭제를 수행 - 자동, 반자동, 수동 프로세스

• WinPE에서 실행하고, 정책에 따라 삭제 가능

• 삭제 프로세스 완료 시에 전화(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알림

• 즉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OS와 메타데이터를 지원

고객을 위한 무결점 감사 내역 제공

• 100% 인증을 받고 조작이 불가능한 감사 기록 제공

• PCI DSS, HIPAA, SOX, ISO 27001,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업계 기준과 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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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사양

데이터 삭제 지원되는 운영 체제

• 여러 대의 장치를 동시에 빠르게 삭제

•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파기 또는 실제 스토리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보다 시간과 인력 
절감 가능

•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예: AWS)에서 호스팅되는 가상 서버의 가상 데이터 스토리지 
삭제 

• UNIX, Linux, Microsoft Windows(IDE, SCSI, FC, iSCSI 포함)에서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삭제

• 유연성과 편리성을 위한 명령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많은 매개 변수와 기능을 지원)

• 원격 삭제 활성화 지원

• T2 chip이 탑재된 macOS 장치에서 드라이브 삭제

• WinPE, Windows 10, Windows 8, Windows 7, Windows Server 2012(Certified), 
Windows Server 2012 R2 (Certified), Windows Server 2008(Certified), Windows 
Server 2008 R2(Certified), Windows Server 2003. 32비트 및 64비트 시스템 모두 
지원

• Solaris 10 x86, Solaris 10 SPARC, Solaris 11 x86, Solaris 11 SPARC

• HP-UX 11.23 PA-RISC, HP-UX 11.31 PA-RISC, HP-UX 11.23 IA64, HP-UX 11.31 
IA64

• AIX 5.1, AIX 5.3, AIX 6.1, AIX 7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6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및 12

• VMware ESXi 4, 5, 6

• macOS High Sierra, Mojave 

• 기타 운영 체제와 OS 버전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lancco에 
문의하세요.

리포팅 보안 감사 언어 지원

• XML 형식의 세부 보고서. Blancco Management 
Console과 호환

• Windows 환경에서 PDF 보고서를 자동으로 전송

• 보고서를 자동으로 Blancco Management Console로 
업로드하거나 PDF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

• 효율적인 감사 내역 관리를 위한 Blancco 
Management Console과의 완전한 통합

• 영어

• 일본어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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