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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통합 PC 보안 솔루션

보안부터 IT자산 관리까지, 스마트한 기업의 선택

IT 자산 관리-오피스키퍼

기업용 PC주치의



V3 MSS 주요 구성 및 도입 효과

다차원 분석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 V3 MSS(Managed Security Service)는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으로 별도의 보안 관리자

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사내 PC의 보안 현황을 파악,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V3 MSS는 PC에 설치되는 V3 MSS Desktop과 V3 MSS Security Center로 구성됩니다.

V3 MSS Desktop은 PC에 설치되는 통합 보안 프로그램으로 

PC 내 개인 또는 회사 주요 정보를 보호합니다.

V3 MSS Security Center는 사내 보안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웹을 통해 손쉽게 사내 보안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V3 MSS Desktop

V3 MSS Security Center

PC 보안

· Virus/Spyware 통합 검사

· 행위/평판 기반 진단

· 실시간/예약 검사

· PUP/PUS 검사

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진단

· 평판 기반 실행 차단

· 클라우드 자동 분석

네트워크 보안

· 개인 방화벽

· 유해/피싱 웹사이트 차단

· 네트워크 침입 차단

· 행위 기반 침입 차단

PC 케어

· PC 최적화

· PC 관리

· 파일 완전삭제

· 보안 통계/리포트

모니터링

· 클라이언트 현황

· 사내 PC 보안 위협 현황

· PC 동작 정보

· 악성코드 감염 정보

PC 보안 관리

· Desktop 설치 현황

· 그룹/사원 정보 수정

· 사원 PC 상세 정보

· 보고서 메일 수신 설정

배포 관리

· Desktop 배포 관리

· 사원 개별 및 전체 발송

· 사원 그룹 업데이트

· 설치 비밀번호 등 관리

보고서

· 기간별 요약 보고서

· 보안 위험 현황 보고서

· 악성코드 감염 현황

· 보고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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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MSS Security Center 
사내 PC 보안 관리

V3 MSS Desktop
사내 PC 보안

보고서

모니터링

배포 관리

PC 보안 관리

PC 보안

네트워크 보안

PC 케어

클라우드 보안

V3 MSS로 

쉽고 편리한 

보안 관리!



IT 자산 관리-오피스키퍼 도입 효과 및 주요 기능

IT 자산 관리-오피스키퍼는 PC 등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이용 현황, 보안 제품 설치 현황, 불필요한 사이트 및 프로그램 차단 기능 등을 제공하는 

통합 IT 자산 관리 서비스 입니다.

IT 자산 관리 솔루션 도입 비용 비교  

* 100인 규모 기업 기준 

IT 자산 
미관리 시

개별 관리 
솔루션 도입 시

IT 자산 관리-
오피스키퍼 도입 시 

최대 90%의
비용절감 효과불법 SW 사용에 

따른 비용 손실

IT 자산 관리-
오피스 키퍼

SW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

HW 자원
관리 솔루션

절전형 장비
교체 시

기타 솔루션

IT 자산 관리,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소프트웨어 관리

PC, 모니터 절전 관리

줄줄 새는 전기 요금,

PC 전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웹사이트 관리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사내에서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없나?

하드웨어 관리

PC를 누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불법 SW 단속 강화 · 횟수 증가 

저작권 침해 범위 확대 등 저작권법 강화

사용자 및 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양벌규정)
수백 ~ 수천만 원

벌금 또는 손해 배상

                사내 PC 가동률 및 활용 현황 파악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악성코드 유입 방지          

                불법 SW 사용에 따른 비용 손실 방지                         PC 전원 관리로 전력 낭비 최소화        

                다양한 자산을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관리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관리 효과       

IT 자산 관리-오피스키퍼
통합 IT 자산 관리 서비스

기능 내용

SW 관리 설정 • SW 자산 관리

HW 관리 설정 • HW 자산 관리

PC 절전 모드 설정
• 개인별 모니터 및 PC 최대 절전 모드 

• 웹을 통한 PC 전원 일괄 관리 

IP 현황 파악 • 사용 IP 내역 제공

차단 정책 설정
• SW 차단 관리

• 인터넷 사이트 차단 관리

모니터링 키워드 설정
• 유해 사이트 방문, 금칙어 검색 및 문서    

활용 내역 제공

조직도 설정 • 그룹 및 사용자 관리

공지사항 설정 • 사내 공지사항 알림 기능 제공

에이전트 배포 • 에이전트 배포 관리



기업용 PC 주치의 도입 효과 및 주요 서비스

기업용 PC주치의는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톱•노트북•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각종 디바이스들의 사전 점검과 장애 해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PC 토털 케어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우) 463-400

홈페이지: http://www.ahnlab.com 

전용 문의 전화: 158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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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PC주치의, 

이럴 때 추천합니다!

별도의 전담 관리자는 없는데 

PC 장애로 업무에 

차질이 있을 때

기업용 PC주치의
사전 점검 및 장애 처리서비스

수리 업체에 예약하기도 

어렵고, 기다리는 것도 

번거로울 때

PC를 맡기는 동안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곤란할 때

수리를 맡기는 동안 

회사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될 때

사소한 장애로 수리 업체를 

이용하기에는 출장비, 공임비가 

부담스러울 때

바이러스, 웜 등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스럽지만 조치 

방법이 막막할 때

* 1대당 PC 관리 비용 비교 (1년)

기업용 PC주치의 도입 효과 

전담 PC 
관리자 고용

관리 업체
이용(월과금)

기업용 
PC주치의 

전담 관리자 고용 대비

관리 비용 95% 절감

구분 주요 서비스

예방 서비스

•PC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PC 최적화

•PC 보안 상태 확인 및 상세 가이드 제공

장애 처리 서비스

•악성코드 검사, 치료

•일반 HW 및 SW 사용법 안내

•V3 제품 이용(설치, 삭제 포함) 지원

•V3 제품 장애 및 실행 오류 지원

•PC 속도 저하, PC 문제 해결

•주변기기 장애 사항 확인 및 활용법 안내

•윈도우 OS 장애 사항 점검

•모바일 디바이스 장애 처리 지원(안드로이드 OS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