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스마트한 엔드포인트 보안 통합 관리
AhnLab Policy Center 4.6은 기업의 보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보안 중앙관리솔루션입니다.

제품 개요

점검 및 조치

보고서

통합 관리

모니터링

AhnLab Policy Center 4.6을 통해 V3 Internet Security, V3 Endpoint Security, V3 Net for
Windows Server, V3 Net for Unix/Linux Server 등 안랩의 클라이언트 PC 및 서버 보안 제품군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의 보안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정보자산 보호 및 비즈니
스 연속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연속
성

•안전한 업무 환경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안정적인 IT 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외

비즈
니스

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전사 엔드포인트 제품

비용

관리로 비용 절감 효과
•정보자산 보호를 통한 비용

성
효율

기업 이미지 제고

•안전한 보안 환경 구축으로 대고객 신뢰 강화
•대고객 이미지 손상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 방지

특장점

안전한 엔드포인트 환경 구현
- 엔드포인트 보안 정책 일괄 적용 및 능동적 보안 관리 가능
- PC 및 서버 문제 발생 시 중앙 제어를 통한 조치 가능
- 보안 위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안랩 보안 경보)
차별적인 데이터 신뢰성
- 서버와 에이전트간 실시간 정보 교환
- 최대 5단계 상/하위 서버 간 실시간 명령/정책 수행 지원
- SSL 기반의 통신 구조로 데이터 보안성 확보
사용 편의성 극대화
- PC 및 백신(V3) 관리 정책을 간편하게 적용 가능
- 기업 보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모니터센터 제공
- 사용자 분석을 통한 차별적인 UX(User eXperience) 설계

손실 가능성 최소화

주요 기능

AhnLab Policy Center 4.6 은 V3 클라이언트•서버 제품군에 대한 관리 및 원격지원 등 다양한 데스크
톱 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성도

구분

주요 기능

중앙 관리

PC 및 서버 보안 정책 관리, 서버 관리, 그룹 관리

모니터링

모니터 센터, 실시간 정보 제공, 로그 관리

리포팅

각종 보고서 / 통계 제공, 로그 분석

보안

안랩 보안 경보 제공, 사전 방역, NAC (TrusGuard 연동 시)

AhnLab Policy Center 4.6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설치 및 운용에 최적화된 AhnLab EMS의 다양한
라인업을 기반으로 기업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위 서버

하위 서버
지사 1

동기화
(로그, 노드정보, 자산관리)

본사

지사 2

AhnLab EMS

지사 3
명령/정책 적용

AhnLab EMS
AhnLab EMS
AhnLab EMS

•
•
•

SSL 통신

상/하위 연결된 세션 동적 연결

명령/정책 적용
SSL 통신

명령/정책 적용
SSL 통신

APC Admin

Agent

사용 환경
Admin

Windows XP Professional / Vista / 7 / 8 (8.1) / 10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03(R2포함) / 2008(R2포함)
/ 2012(R2포함) / 2016
* 64비트 호환모드 지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우)13493
홈페이지: www.ahnlab.com
대표전화: 031-722-8000 팩스: 031-722-8901
© 2019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Agent

Windows XP(SP3이상) / Vista / 7 / 8(8.1) / 10
Windows Server 2003(R2포함) / 2008(R2포함)
/ 2012(R2포함) / 2016
* 64비트 호환모드 지원
MacOS 10.8(Mountain Lion)~10.13(High Sier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