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PC 보안 취약점 진단 솔루션 내PC지키미



Interlocking
with NAC
NAC 연동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연동

IPScan CSI(Computer Security Inspection) 내PC지키미는 PC의 보안수준을 점검하여 취약점 조치
를 통해 최적의 보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PC 보안 수준 진단 솔루션입니다.

지능형 PC 보안 취약점 진단 솔루션

내PC지키미

심층적인 통계와 분석
세분화된 진단 결과 제공

이력관리 및 로그분석 가능

통합에이전트 환경 제공
NAC + 내PC지키미 기능 수행

진단 결과에 따른 네트워크 통제

관리자 편의기능 제공
개별 항목별 보안 수준 진단

인사DB 및 AD 연동 지원

Major
Functions
주요기능 관리콘솔 On-Demand 방식 채용으로 확장성 용이

통합 어플라이언스로 스콥정보통신의 모든 솔루션 탑재 및 관리콘솔
On-Demand 방식 채용

사용자 PC보안 실태 평가 감사
PC점검 점수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설정으로 사용자 보안상태 개선 유도

관리자 편의성과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모든 점검 항목에 대한 대시보드 제공,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지능화된 PC보안 수준 진단 솔루션
엔드포인트 보안 위협에 대한 상태점검 및 자동조치를 통한 보안 수준 강화

'내PC지키미 V3.0' 기능 100% 충족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의무 교정 준수를 위한 내PC지키미 V3.0 기능 충족



관리 편
의성

직관적 대시보드

신뢰성, 안정성 보장

사용 편
의성 극

대화

Key
Features
특장점

• 점검 및 진단에 따른 
 즉시적인 패치 가능

• 전용 어플라이언스로 보안 
 현황을 쉽고 간편하게 조치

• 사이버 보안 진단 점검항목
100% 지원

• 내PC지키미 공식 지정 
협의체 가입

•  AD 및 인사DB 
연동 기능 제공

•  정책 배포 및 적용, 
보안 공지 사항 전달 등 편의 기능

•  직관적 UI 및 사용자 UI 
 옵션 지원

•  통계자료를 통한 심층 분석 
 보고서 제공

•  점검 결과에 대한 시각적 통계 제공

도입효과 와  연동으로
쉽고 간편하게 엔드포인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엔드포인트 통합 관리
• 통합 콘솔로 전체 제어

• 관리자 업무 효율 극대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구축 및 관리 비용 절감
• IPScan NAC과 연동을 통한 별도
 서버 구축·설정 없이 운영 가능

• 전문 기술 지원 인력의 정기적인 
 관리, 통합 유지 보수 가능

내부 보안 체계 강화 
• NAC연동을 통한 엔드포인트 
 제어·네트워크 차단 가능

• 보안위협에 대한 점검 및 
 자동조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마크 GS인증(1등급) 획득
 하나의 콘솔로 최적화된 중앙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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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네트워크 사용 현황, 관리 로그, 시스템 정보 제공
•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통한 대시보드 지원

▶ 관리자 페이지 대시보드 ▶ 관리자 페이지 감사로그

▶ 에이전트 대시보드 ▶ PC점검

▶ 보고서보기 ▶ 점검보고서

User
Interface
대시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