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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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able 
Media Eraser
이동식 저장매체를 위한 안전하고 
영구적인 데이터 삭제

Blancco Removable Media Eraser는 Microsoft Windows에 
의해 지원되는 이동식 매체의 데이터 소실이나 도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Blancco Removable Media Eraser를 사용하면 USB 드라이브, SD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드라이브, CompactFlash 카드, MP3 플레이어, 기타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장치 등 이동식 
매체에서 규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100% 규정 준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나 MSI 패키지로 여러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한 번의 데이터 삭제나 동시 삭제 작업으로 데이터 소실과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실제 환경, 플래시 드라이브, 기타 이동식 매체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

• 24 개 이상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빠르게 동시 삭제

• 온디맨드 중앙 집중식 데이터 삭제 스테이션을 회사 내에 구축

프로세스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사용자 관리

• 간단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나 MSI 패키지를 통해 여러 사용자에 배포

• 여러 장치를 동시에 삭제하여 프로세스 관리를 강화하고 연결된 모든 장치의 상태를 표시

• 삭제 후 보고서를 로컬에 저장하거나 Blancco Management Console과 통합

완벽한 규정 준수 및 조작 방지 보고

• 변조 방지 감사 추적을 위해 세부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의 삭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 

• 일정 및 통합 삭제 루틴으로 사업의 내부 정책 및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 및 인식 강화

• PCI DSS, HIPAA, SOX, ISO 27001, ISO 27040,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업계 
기준과 규정 준수

https://www.blancco.com
https://www.blancco.com/ko/about-us/our-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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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사양

데이터 삭제 사용자 관리

• Microsoft Windows에서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플래시 기반 이동식 스토리지 매체 
삭제

• 옵션인 삭제 후 자동 포맷팅(NTFS)

• 공식 국제 삭제 표준 준수

• 손쉬운 설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 MSI 패키지는 대기업내 여러 사용자에게 배포 가능

• 여러 대의 장치에서 동시에 삭제 가능

• 삭제 중 연결된 모든 장치의 상태를 표시하여 프로세스 관리를 강화

지원되는 매체 유형 리포팅

• USB 플래시 드라이브

• SmartMedia

• SecureDigital(SD/SDHC/miniSD)

• MultiMediaCard(MMC/MMCMobile/RS-MMC)

• 콤팩트 플래시(CF)

• 메모리 스틱

• 플래시 드라이브가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

• 플래시 드라이브가 장착된 MP3 플레이어

• 기타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매체

• 삭제 후 세부 삭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

• 세부 보고 내용에는 일련 번호 및 기타 하드웨어 사양 포함

• 핵심 프로세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프로세스에 사용자 지정 필드 추가

시스템 요구 사항 보안 감사 다국어 지원

• Windows 7 / Windows 8.1 및 8 / Windows 10

• 최소 200MB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 마우스 또는 키보드

• 완벽한 감사 기능

• Blancco Management Console과의 통합을 위한 
표준 XML 보고서 형식

•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바키아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자세한 내용은 Blancco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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