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장점 AhnLab EPP Privacy Management는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 AhnLab EPP 기반의 통합 관리 및 솔루션 

연계로 더욱 간편하고 강력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연계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 보호 조치 실현

안랩 EPP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AhnLab EPP Privacy Management)는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 기반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으로, 엔드포인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유출되는 것을 

탐지 및 방지합니다.

제품 개요

개인정보 점검•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 원천 차단
플랫폼 기반의 간편한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구현  

플랫폼 기반의 더 강력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이메일 
웹 메일, Outlook, SMTP 등

웹사이트 
게시판/자료실 등

네트워크
TCP/UDP/FTP 등

P2P/웹 스토리지

프린터 
출력물

메신저

AhnLab Security Agent(One Agent)

개인정보 
유출 방지

OS/보안
패치 관리

취약 PC
점검 및 조치

위협 탐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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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AhnLab EPP Privacy Management는 개인정보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술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유

출이 의심되는 행위를 탐지 및 차단하며 효과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제공합니다. 

문서 변환 기술로 다양한 문서 파일 내의 개인정보 검출  
․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txt 포맷으로 변환하여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 관리 키워드를 통한 문서 파일 관리 검색
․ 운영체제(OS)별 방대한 문서 포맷 변환 기술 보유

플랫폼 기반의 유연한 정책 설정 및 통합 모니터링•관리   
․ 부서별/그룹별(업무별) 개인정보의 종류 및 사용 범위 설정
․ 단일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현황 및 유출 의심 시도 현황, 실시간 리포팅 확인
․ AhnLab EPP 기반의 연계 정책을 통한 강력한 보호 조치 가능

직관적인 UI를 통한 임직원의 능동적인 개인정보 보호 유도   
․ 알기 쉬운 수치 표현으로 개인정보 파일 현황 확인 및 유출 의심 탐지 건수 확인 가능
․ 개인정보 탐지 및 유출 의심 차단에 대해 색상으로 구분한 팝업창 알림 제공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파일 탐지 및 조치  
․ 이메일(아웃룩/웹 메일), 문서 출력(프린터) 등 개인정보 주요 유출 경로에 대한 탐지 및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첨부 시, 즉각 해당 애플리케이션 차단

뉴런 검색(Neuron Search™) 기술로 탐지 정확성 및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 실시간 및 증분 검색 기술의 융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탐지
․ 유휴 시간 동작 및 사용자의 패턴에 최적화된 탐지 기술로 사용자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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