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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기능 1. 
정보유출방지

인터넷 기반
파일반출제어

파일유출방지

* 프로세스 기반 파일첨부 탐지 및 차단
- 프로세스 구분 상세 : 웹하드, 메신저, FTP유틸리티, 메일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피스 제품군, 원격제어, 웹브라우저

- 해당 프로토콜 : HTTP, HTTPS, SMTP, FTP, P2P가 그 대상에 포함

* 파일 확장자 기반 첨부차단

* 특정 URL 파일첨부 상시 허용

파일반출기능

* 관리자 지정 옵션에 따라 상시 파일첨부 발송 허용
- 암호화 또는 개인정보 포함 유무

* 파일 단위로 관리자 승인 후 파일 반출 허용
- 파일반출 횟수, 반출 기간 기준 제어 가능

로그 및 감사증적
* 탐지된 데이터 정보 유출 내역 지원(로그)

* 탐지된 데이터 원본 서버로 저장기능 지원

매체기반
파일반출제어

파일유출방지

* 보조기억매체제어(FDD, CD-ROM, DVD, USB)

* 통신매체제어(Serial, Modem, Bluetooth, irda, Wireless LAN, Wibro)

* 스마트폰 매체제어(아이폰, 안드로이드폰, MTP장치의 싱크와 테더링 제어)

* 매체에 따라 읽기전용 기능 제공
- USB, 외장하드, CD-ROM 지원

파일반출기능

* 관리자 지정 옵션에 따라 상시 파일첨부 발송 허용
- 암호화 / 개인정보 미포함 / 용량

* 파일 단위로 관리자 승인 후 파일 반출 허용
- 반출 횟수, 반출 기간, 파일 용량 기준 제어 가능

이동식 저장매체 승인 설정 * 이동저장장치 매체 등록 승인된 장지에 한해 사용 가능

로그 및 감사증적
* 복사저장 및 차단 내역 지원(로그) 

* 차단된 데이터 원본 서버로 저장 기능 지원

기타

화면캡쳐차단 * 프린트스크린 및 소프트웨어를 통한 캡쳐차단

공유폴더 차단설정 * 공유폴더 생성 차단

컴퓨터 반출현황 * 실시간 컴퓨터 위치현황 제공 (이름, 소속, 컴퓨터이름, 반출여부, 컴퓨터IP, 공인IP)

유출파일 원본데이터 관리
* 서버의 하드용량 알림

* 탐지된 파일 요약작업(마이닝)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원본파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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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
출력물 관리

출력물 관리

출력물 차단
* 출력물 출력 제어(차단/허용)

- 민감정보(개인정보) 포함 유무에 따라 구분 정책 적용 가능

출력 승인
* 파일 단위로 관리자 승인 후 출력 허용

- 반출 기간 기준 제어 가능

워터마크

* 텍스트 및 이미지 워터마크 출력 가능
- 출력 일시, 문서명, 출력위치 지정
- PC이름, 사용자이름, IP주소, 출력 위치 지정
- 관리자 지정 텍스트, 이미지 워터마크 출력 (출력위치, 사이즈, 투명도 조정 가능)
- 바둑판 배열 가능

워터마크 해제 승인
* 파일 단위로 관리자 승인 후 워터마크 해제 후 출력 허용

- 반출기간 기준 제어 가능

감사 증적 지원

* 출력한 내역 지원(로그)
* 출력한 데이터 원본 이미지 형태로 서버 저장 기능 지원
* 서버의 하드용량 알림 기능
* 탐지된 파일 요약작업(마이닝)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원본파일 요약

기능 3. 
민감정보관리

민감정보 검사

실시간 자동 검사 * 실시간 기준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포함 문서 생성 검사
예약 검사 * 예약 시점 기준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포함 문서 검사
수동 검사 * 사용자가 직접 본인PC에서 수동 검사 (전체 드라이브 검사/선택 드라이브 검사)
이력관리 * 민감정보 포함된 파일생성, 삭제, 수정 등에 대한 파일변경 이력 기능

암·복호화

실시간 자동 암호화
* 민감정보 포함 파일에 대해 암호화 알고리즘 활용하여 암호화
- 민감정보 포함 문서 생성시 자동 암호화

예약 자동 암호화
* 민감정보 포함 파일에 대해 암호화 알고리즘 활용하여 암호화
- 예약 검사 시 민감정보 포함 문서 검출 시 자동 암호화

(사용자) 자동/수동 암호화
* 민감정보 포함 파일에 대해 암호화 알고리즘 활용하여 암호화
- 개별 파일 기준 수동 암호 설정후 암호화

민감정보 판단기준
개인정보 프리셋

* 일정 형식이 정의된 문자열 탐지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우편번호, 여권번호 총 9개 문자열 탐지 가능

특정 키워드 지정 * 관리자가 특정 키워드를 개인정보로 지정

민감정보 보호
민감정보 포함문서 유출 제어

* 이동식 저장매체 복사저장, 인터넷 파일 첨부, 프린트 출력을 통한 민감정보 포함 문서 유출 차단, 
미포함 문서에 한해 허용 가능

로그 및 감사증적 * 이동식 저장매체 복사저장, 인터넷 파일 첨부, 프린트 출력을 통해 유출된 문서의 원본파일 저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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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4. 
웹/소프트웨어 차단

사이트 접속 차단 웹사이트 접속 차단

* 카테고리별 분류된 웹사이트 접속 제어 (차단, 경고, 허용)
- 오피스키퍼의경우 약 45,000 웹 DB 보유 (오피스키퍼 자체 DB)
- 오피스키퍼 카테고리 분류 기준 :  총 11개 (보안위협, 성인/유해, 웹메일, 쇼핑, 
증권, 취업, 게임, 엔터테인먼트, 뉴스, SNS,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실행 차단

애플리케이션
실행 차단

* 카테고리별 분류된 프로세스 제어 (차단, 경고, 허용)
- 오피스키퍼의경우 약 1,700 DB 보유 (오피스키퍼자체 DB)
- 오피스키퍼 카테고리 분류 기준 : 총 11개(웹하드, 메신저, FTP 유틸리티, 동영상 플레이어, 

메일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피스 제품군,  화면캡처, 원격제어, 웹브라우저, Live Tiles)

기능 5. 
문서 백업

자동 백업
중요파일 백업 * 중요 문서파일에 대한 확장자 별 백업 기능 제공

유출파일 백업 * 유출 문서파일에 대한 확장자 별 백업 기능 제공

출력물 백업 * 출력물에 대한 백업 기능 제공

일괄 다운로드 백업 일괄 다운로드 * 백업 파일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 제공

기능 6. 
PC취약점

점검

점검 방법 실시간/예약검사 * 실시간 검사 / 설정해 둔 주기 기준 검사 진행

점검 항목

취약점 점검 항목 17개

보안 업데이트 점검 *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 상태, 백신/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유무 점검 등 총 6개 항목

패스워드 보안 점검 * 암호의 안전성 여부, 변경 주기 등 총 2개 항목

화면 보호기 점검 * 화면 보호기 설정 여부 등 1개 항목

공유 폴더 점검 * 사용자 공유 폴더의 설정 여부 등 1개 항목

USB 보안 점검 * USB 자동 실행 여부, 지정 USB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 총 2개 항목

설치 프로그램 점검 * 자동 실행 프로그램, 비허가 편집 프로그램의 설치 정보 등 총 5개 항목

점수 리포팅 점검 결과 점수 표시 * 개인 점검 결과 점수화 표시

자동조치 취약 항목 자동 조치 * 사용자 개입 없이 관리자가 설정한 기준에 맞춰 강제 자동조치

기타 기능

SW자산관리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관리

* 소프트웨어별 설치자 정보, 소프트웨어명, 저작권사, 전체설치 수량, 라이선스 수량 제공

* 전체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초과 소프트웨어 구분해서 조회 가능

* 불필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삭제권고 메시지 발송 기능

HW자산관리
하드웨어현황 관리

* 사용자별 하드웨어 현황 제공(모니터개수, 지급일, 자산번호, 상세사양(CPU, RAM, HDD, VGA 등)

* 지급일, 자산번호 등록기능

HDD 변경이력 * 사용자별 HDD 변경이력 제공(이전 HDD 시리얼, 현재 HDD 시리얼)

인터넷 사용관리
(인재관리)

사이트 활용관리 * 사이트별 활용 현황 제공(타이틀, 사이트, 카테고리, 사용시간)

취업사이트 방문 내역 * 취업사이트 방문내역(방문사이트, 방문시간)제공

인터넷검색 내역 * 금칙어 인터넷 검색 내역(검색키워드, 검색사이트, 검색시간)

문서활용 내역 * 금칙어 문서활용 내역(접근시간, 금칙어 수정생성 여부)



- 5 -

오피스키퍼 기능표

기능표 4/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기타 기능

앱 연동 방범설정
컴퓨터 방범설정
(모바일 지원)

* 안전모드 잠금기능 설정

* 임시 비밀번호 발급

* 컴퓨터 ON/OFF 내역

IP관리 사내 IP관리

* 사용자별 IP현황 제공(사용자별이전IP, 현재IP, 공인IP, 최종 변경일 등)

* IP변경 시 별도의 환경설정 없이 웹 상에서 바로 변경 가능

* 공인 IP설정 시 외부 PC와의 접속 통제 가능

* 지정된 IP외 타 IP변경 금지 기능

관리

조직도관리

조직도 설정 * 각종 인사DB에 대한 인사 연동 지원(DB to DB, API to DB)

그룹 설정
* 그룹 별 관리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 관리 가능

(전체, 그룹별, 부서별 정책적용 및 예외설정 가능)

통합계정 설정 * 통합계정 정보조회, 통합계정 정보수정

관리자계정 보안설정 * 관리자계정 잠금설정, 로그인 및 설정변경 이력 제공

에이전트 배포 에이전트 배포

* 1인 1PC설치, 1인 여러대 PC 설치 가능

* 인터넷 사용 통제를 통한 미 설치 pc에 대한 설치유도 기능

* 에이전트 다운로드 경로를 통한 배포, 설치메일 보내기

에이전트 보호
에이전트 우회 경로차단

(모듈 보안 기능)

* 안전모드에서 매체 사용차단

* 안전모드에서 파일첨부 사용차단

* Process Kill 방지, 언인스톨 기능제거, 레지스트리 삭제방지 등

* 에이전트 설치폴더 파일삭제 방지

인증 취득인증체계
* CC인증

* GS인증

에이전트 OS지원 * PC 용 Window(Win VISTA, Win7, 8,10 (32/64)) 

리포팅
대시보드 지원

* 기업 내 정보유출 현황, 컴퓨터 활용현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현황을 시각화하여 대시보드로 구성

보고서 * 통계 보고서(주/월간 지원)

알림 메일/에이전트 승인 알림 * 승인 요청사항을 관리자에게 메일, 사용자에게 에이전트로 알림

어플라이언스 일체형 방식

* Server Spec
CPU: Intel® E2224 (3.4GHz) / Memory: 8Gb DDR3 / HDD: SATA 1TB*2

*  OS: Redhat 계열 LINUX CentOS 7.x 64bit
*  DBMS: Maria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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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설치유도서버

인터넷 연결 통제
및 에이전트배포유도

* 오피스키퍼 미설치 PC의 경우 사내 인터넷 접속 통제, 오피스키퍼 설치 페이지로
이동시켜 에이전트 설치 유도

장비 정보 * BLUEMAX NGF 200

오피스메신저

업무용 메신저
* 메일형 메시지/채팅형 2type 커뮤니케이션지원
* PC/모바일 지원 (Window, Android, iOS 지원, Mac 출시 예정) 

지원 사양 : Windows Vista, 7, 8, 10(32/64bit), Android4.4 이상, IOS9.0 이상

조직도 연동 * 오피스키퍼 조직도 연동

로그인 제한 * 오피스키퍼 설치된 PC에서만 오피스메신저로그인 허용

파일 다운로드 제한 * PC : 지정된 IP에서만 파일 다운로드 허용 / 모바일 : 파일 다운로드 차단

승인 및 알림 연동 * 오피스키퍼 승인 요청 처리 및 승인 요청/결과 메시지 알림

서비스 제공방식 * 서비스 제공방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