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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어플라이언스)한대로USB등 35개매

체를제어할수있습니다내부정보유출방지(DL

P) 모바일기기관리(MDM) 모바일앱관리(MA

M)같은보안도가능합니다

코소시스코리아(대표강영호)는 유럽에본사

가 있는 코소시스 한국법인이다 100% 국내 자

본으로 2012년 7월설립됐다 유럽본사는 DLP

와 MDM 전문기업으로 2004년 4월 세워졌다

2010년 10월하드웨어어플라이언스DLP를세

계처음으로발표해주목받았다 2011년10월에

는딜로이트가선정한 유럽에서가장빠르게성

장하는기업50에선정되기도했다

코소시스코리아는보안어플라이언스인 엔드

포인트 프로텍터(ENDPOINT PROTECTOR)

가주력제품이다금융권을비롯해100여곳에공

급하며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엔드포인

트프로텍터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하나의 장비

로구현한장비다

강영호 코소시스

코리아대표는단일

어플라이언스로 DL

P와MDM을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획기

적인 일이라며 윈

도는 물론이고 맥과

리눅스등다양한운

용체계(OS)를 지원

하는것도장점이라

고설명했다강대표

는 시장에나온지오래된OS부터최신OS는물

론이고윈도와맥리눅스까지지원한다면서 장

비 한 대로 클라이언트(PC와 맥)와 서버(윈도와

리눅스)는물론이고모바일기기(iOS와안드로이

드)보안도가능하다고덧붙였다

빠르고 쉬운 구축과 운영도 엔드포인트 프로

텍터 장점이다 기존 DLP는 SW 솔루션 이외에

하드웨어(관리서버) SQL DB 솔루션구축같은

작업이 필요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부대비용이

드는단점이있다 엔드포인트프로텍터는이모

든구성요소를하나의장비로통합 이런문제를

해결했다 보안을 위해제어하는매체도 35종이

나된다대표적인것이USB관련주변장치다 U

SB 저장장치와 USB 테더링 USB 모뎀 USB에

연결하는스마트기기 생체인식 USB 저장장치

USB 싱크케이블등을통제해보안구멍을막는

다USB저장장치이외에△내장형CDDVDRW

△내장형카드리더△내장익스프레스카드△로

컬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윈도CE 기기 △웹

카메라등도제어한다

지난해10월에는국내용CC(Common Criter

ia)인증을받아기술력을인정받았다 국내용 C

C인증은국가용정보보호제품보안요구사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호스트자료 유출방지 제

품에인증을부여한것이다 공공기관에공급하

려면꼭필요한인증이다코소시스코리아는1년

넘게준비해국내용CC인증을받았다

GS(Good Software)인증도획득하기위해준

비중이다앞서지난 9월에는 엔드포인트프로

텍터 4 V40 4개 모델(M50 M100 M250 M

500)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제품으로

등록되기도했다 CC인증획득과조달등록을계

기로 코소시스코리아는 공공시장 공략에 속도

를낼예정이다 엔드포인트프로텍터 4는컴퓨

팅 관련 미국 저명 성능평가인인 컴퓨팅시큐리

티어워드에서지난해 올해의DLP솔루션부문

우승을차지하는개가도올렸다 2014년에이은

2년연속우승이였다

강 대표는 코소시스코리아는완벽하게현지

화한 DLP 및 MDM 제품을한국에서생산해공

급하고있다며 데이터보안등국내보안분야

발전에일조하고싶다고밝혔다
방은주기자ejbang@etnewscom

SW와 HW 한데 묶어 中企 보안 고민 해결
엑스소프트가 중소기업에 특화한 기술정보

유출방지솔루션(SW)과 어플라이언스(HW)를

결합해패키지로공급한다

엑스소프트(대표엄문성)는다양한중소기업

사례를기반으로만든기술정보유출방지제품

클라우드 드라이브(Cloud Drive)를 출시한다

고 6일밝혔다

클라우드드라이브는소프트웨어(솔루션)와

하드웨어(어플라이언스)를하나로결합패키지

형태로 공급된다 중소기업이 고민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엑스소프트 엔

터프라이즈 버전이자 문서중앙화솔루션인 엑

스랩알게이트를기반으로했다

첨단 신기술 항공업체 하이즈항공과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업체 제이브이엠(JVM) 원자력

수력화력 등에 전문화된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삼의공영등여러중소기업구축사례와이들기

업의요구를반영 기술과정보유출방지기능을

최적화했다

윈도탐색기와비슷한환경이아니라실제윈

도탐색기를사용하기때문에기존과동일한환

경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는장점이있다윈도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콘텍스트(Context) 메뉴

와단축키기능도동일하게사용한다 로컬드라

이브제어로PC에콘텐츠를저장하는것을막아

준다 자동 암호화 기능도 있다 윈도 기본 탐색

기로중앙화서버에저장된콘텐츠를ARIA암호

화방식을사용해자동으로암호화한다콘텐츠

는업무별 개인별 부서별등다층적으로분류해

보관할수있다

저장된 콘텐츠는 필요시 네트워크 드라이브

로접근해검색열람 수정 이동등업무에맞게

활용할수있다콘텐츠사용할때데이터무결성

을구현하기위해단일사용자만사용이가능한

체크인및체크아웃(Check In/Out)기능도있

다사용한콘텐츠는자동으로버전이력관리가

가능하다

윈도탐색기환경이외에웹으로접속해관리

할수있는화면도제공공간적제약에서벗어나

업무를수행할수있다타시스템과연계를위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도 제

공개인PC콘텐츠이외에다양한운영시스템콘

텐츠를통합관리할수있다

엄문성대표는새로선보인클라우드드라이

브의 가장큰장점은 PC에서 생성된파일을중

앙화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것이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형이기 때문에 랜

섬웨어같은바이러스대응시추가비용없이백

업할수있는장점이있다고밝혔다엄대표는

신규소프트웨어도입시필요한제품관련설정

이나 학습없이도사용이가능하다며 전문 전

산담당자가없는중소기업도쉽게사용할수있

다고덧붙였다 방은주기자ejbang@etnewscom

엑스소프트클라우드드라이브출시

다양한구축사례기반으로개발

서버에생성파일자동업로드암호화

백업과신규 SW 도입사용편리

엑스소프트직원이중소기업에특화한기술및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설명하고있다

보안장비한대로 35개디바이스제어

내부정보유출방지모바일동시관리

코소시스코리아직원들이매체제어와콘텐츠인식보호모바일기기관리자료유출방지를할수있는통합자료보

안(DLP MDM)장비를소개하며파이팅하고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와우소프트(대표배종상)는제조대기업에외

부협업보안솔루션 다큐먼트익스터널(Docum

ent External)을최근공급했다고 6일밝혔다

보통제조대기업은업무수행을목적으로전자

문서를다양한저장매체로외부로전송하는경우

가많다외부협력체와공유하는기술자료도면자

료등중요자료가외부로유출돼악용될우려가있

다 다큐먼트 익스터널은 이를 방지하는 솔루션

이다기업내중요정보와협력사에전송하는중요

한정보를관리해준다 원청사가핵심정보를담당

하는하청사담당자를지정할수있다 시스템내

강력한인증체계를적용해협력사내에서도취급

담당자만이중요정보를획득하도록통제한다

배종상와우소프트대표는 우리가보유한외

부협업 보안솔루션은 중요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때신속히원인을파악을할수있다고

말했다

토마토시스템(대표이상돈)은 현대자동차M

RO 부문 구매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리에 완

료했다고 6일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현대 해외공장에서

통합 사용하는 현대자동차 핵심 업무시스템이

다기존액티브X기반시스템문제점을HTML5

웹표준으로전환 다양한글로벌공급환경에서

최적상태로시스템을이용할수있게했다토마

토시스템은자체UI솔루션 엑스빌더5(eXbuild

er5)를적용해시스템구축을마쳤다

인터넷익스플로러(IE)10 이상과모든브라우

저에최적화됐다 어떤언어환경에서도사용할

수있게다국어포맷을지원하는등사용자편의

성을극대화했다시스템에적용한엑스빌더5는

풍부한화면과빠른개발생산성을보장하는UI

솔루션이다액티브X로개발된이전버전(eXbu

ilder3)을순수 HTML5로 변환했다 DOM(Doc

ument Oject Model)을 이용해 화면을 구성하

지않기때문에자유롭게화면표현이가능하고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서도

동일한결과물을보여준다고회사는설명했다

윈도리눅스등다양한 OS 지원

빠르고쉬운구축운영이장점

금융권등 100여곳에공급

코소시스코리아

강영호대표

와우소프트 제조대기업에

외부협업보안솔루션공급

현대차MRO구매시스템구축

토마토시스템 엑스빌더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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