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Secu SOLUTION
모니터링 솔루션
사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 및 감시, 차단기능을 통해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업무에 집중할수있습니다.

정보수집
이미지수집

H/W, S/W

H/ W, S/ W 정보를 수집
서버에서 관리

사용자 PC 바탕화면 캡쳐
(비 업무용 S/ W 사용 제어 가능)

Web Site

Application

이동 매체 차단

방문기록 수집
특정사이트 차단

Office, PDF등 문서 기록 수집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차단

인쇄 정보
사무실, 현장 PC에서
발생되는 인쇄 정보

감시 및 차단기능

CD-ROM, USB 메모리를
사용 할 수 없도록 차단

효과
내부 직원의 PC 사용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 내부정보 자산의 유출을 예방
업무 중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인터넷 접속, 문서 출력 등의 낭비 요소를 제거
회사 PC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업무 집중에 따른 직원 업무 생산성 향상

파일 복사, 이동

유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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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솔루션

중소기업 맞춤형 문서 도면 관리 솔루션

사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 및 감시, 차단기능을
기업 내에서통해
생성되는
자산 CAD도면
유출을 방지하고
및
업무에 집중할수있습니다.
기술 문서 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문서 도면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귀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중소 제조기업에서의 일반적인 도면, 기술문서의 흐름 >
승인 및 확인

PDF
관리자 승인 및 확인

외주, 가공, 유관기관

반출
검색
배포

JPG
원본도면 / 기술자료
도면 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설계자, 작성자

생산 공장, 현장, 설비 관리

등록

현재

적용 후

- 직원 PC 또는 공유 폴더에서 방치되어 관리

- 문서, 도면 파일의 중앙집중 데이터베이스화

- 효과적인 설계 문서 관리를 위한 방법이 부족

- 문서, 도면 관리 시스템을 통한 협업 지원

- 비표준적인 문서, 파일 관리 폴더

- 카테고리 분류, 관리 규칙을 통한 업무표준화

- 문서, 파일, 설계 자료의 이력관리가 부실

- 파일 등록, 열람, 삭제 이력 관리

- 사내 기술 자산으로서의 활용이 미비

- 효과적인 정보검색으로 업무 손실 비용 절감

- 분실, 훼손 우려

- 파일 분실, 훼손 예방으로 업무 지연 사고 방지

문서도면 관리 솔루션 주요 기능
문서 부가 정보

■

하나의 문서에 대한 부가 정보를 최대 16개 항목까지 관리 가능

카테고리 분류

■

최상위 폴더를 대분류로 하여 서브 폴더 방식으로 파일을 관리

폴더 접근 권한 관리

■

대분류 폴더를 기준으로 아이디 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

파일 관리

■

서버에 등록된 파일을 다운로드, 열람, 파일 이동이 가능

서브 폴더 관리

■

폴더 생성 및 이름 변경, 폴더 삭제

열람, 삭제 이력 관리

■

파일을 열람, 삭제한 기록 관리 / 접근일, 컴퓨터 명, IP 주소 관리 / 엑셀 저장

검색 기능

■

파일명, 부가 정보에 포함된 문자를 검색

승인, 완료 처리 기능

■

승인 또는 완료로 설정된 파일은 덮어쓰기 금지, 관리자만 해제 가능

사 내외 접속 가능

■

파일서버의 IP를 공인 IP로 적용하는 경우, 사 내외에서 프로그램 접속 및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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