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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u r i t y ,  U n c a g e d  P o t e n t i a l

Microsoft가제공하는 보안기술을기반으로

시스템을구축하면

• IT투자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 시스템들의기능중복을피할수있습니다.

• 보안시스템들을통합할수있습니다.

• Windows 업그레이드시호환성검토가필요하지않습니다.



S e c u r i t y ,  U n c a g e d  P o t e n t i a l

Active Directory 인프라를 구축하면
Join
Login

Policy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Network authentication Network access control Account management

Domain subscription 
management

통합인증&SSO Enterprise portal

Password management Patch management Disk encryption

Document security Multi-factor
authentication

PC/SW status
management

Office365
management

LOB system

Join

LOB

• 계정과컴퓨터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습니다.

• 보안과표준화정책을관리/배포할수있습니다.

• 사용자와시스템인증을통합할수있습니다.

• IT 거버넌스와컴플라이언스를확립할수있습니다.



Microsoft 보안기술기반의다양한솔루션을제공합니다.

보안인프라솔루션

abm.RNS

망 분리 환경 메일 송수신
업무망에서 외부메일 송수신
망연계 시스템 의존 없는 안정성

art.Deploy

도메인 가입 관리
사용자 스스로 도메인 가입
도메인 가입 현황 분석

art.PSS

셀프 암호 관리
사용자 스스로 암호 관리

art.RealAsset

PC & SW 현황 분석
Windows PC & SW 
현황 분석 및 리포팅

art.FederationID

통합인증/SSO 포털
ADFS 기반 통합 인증/SSO
운영 관리 포털

art.LiveID

계정 라이프사이클 관리
인사 연동
인사 외 계정 관리

art.CNR

Teams 문서 보안
MIP 기반 Teams 문서 암호화
DRM 문서 자동 복호화

art.StrongID

복합 인증
SMS, Email, OTP, 생체 등 기반

1차 & 2차 복합인증

art.Cypher

디스크 암호화
BitLocker 기반
디스크 암호화

art.SLA

로그 수집/분석
PC & 서버 로그 수집/분석

art.365
M365 서비스 관리
라이선스, 사용자, 사용 현황, 
문서 유통 관리/분석

eum.TeamsPlus

M365 Teams 조직도
PC & Mobile 조직도



art.LiveID

계정 라이프사이클 관리 솔루션

인사 연동 계정과 인사 외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그룹, 멤버십 관리
• 계정 일괄 생성 - CSV 업로드
• 계정 신청 워크플로우

인사 연동 계정 관리

• 인사정보 기반 AD 계정 프로비전 자동화
• 전사, 그룹, 사용자 등 수준 별 프로비전
• 전체/변경분, 예약/즉시 프로비전

인사 외 계정 관리

• 운영자 계정 & IP 관리
• 운영자 권한 위임 관리
• 운영자 알림 관리

시스템 관리

• 인사 & 인사 외 사용자 현황
• 인사 & 인사 외 그룹 & 멤버십 현황
• 작업 처리 현황
• 운영자 접속 & 권한 위임 현황

현황 분석 & 리포팅



art.LiveID – 부서 및 사용자 관리



art.LiveID – 인사 연동 관리



art.LiveID – 현황 분석 1/2



art.LiveID – 현황 분석 2/2



art.LiveID – 시스템 설정



art.Deploy

도메인 가입 관리 솔루션

art.Deploy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스스로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사용자

도메인 가입 환경 설정 및
가입/탈퇴 현황 분석

엔지니어 도움 없이
사용자 스스로 도메인 가입



art.Deploy – 환경 설정



art.Deploy – 현황 분석



art.PSS

셀프 암호 관리 솔루션

art.PSS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스스로 암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BEFORE PSS AFTER PSS

1

2

3

4

5

사용자 암호 문제 발생

IT지원 접수 / 사용자 업무 중단

IT지원팀 확인 후 암호 초기화

암호 변경

업무 시작

사용자 암호 문제 발생

사용자 스스로 암호 문제 해결

기다림 없이 업무 시작

사용자 스스로
암호 변경, 초기화,
잠김 해제, 만기 연장

SMS, 이메일, OTP, 생체인식
등 기반 본인 인증

사용자 업무 중단 시간과
IT 지원 업무 부하 최소화



art.PSS – 사용자 암호 관리 프로세스



art.PSS – 관리자 기능 1/2



art.PSS – 관리자 기능 2/2



Windows PC의 HW와
설치된 SW 정보 분석

art.RealAsset

PC & SW 현황 분석 솔루션

MECM을 기반으로 Windows PC 와 SW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감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산 등록, 조회,
분석, 모니터링,
감사, 경고

SW Compliance

SAM
DB

사용자

관리자

Config. Data

사용자 PC

Config. Data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MECM

전사, 부서, 사용자 별
현황 분석 & 리포팅

MECM 기반
PC & SW 현황 분석

PC & SW 자산
등록 관리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AM DB 연계 기반
SW 컴플라이언스



art.RealAsset – 시스템 구성

자산 등록, 조회, 분석
모니터링, 감사, 경고

Active
Directory

art.LiveID
조직도

SW Compliance

SAM
DB

사용자

관리자

Configuration Data

사용자 PC

Configuration Data

MECM



Config. Data
HW & SW Inventory Data

HW & SW Status Analysis

art.RealAsset – PC & SW 현황 분석

전사, 부서, 사용자 별 PC 현황과 설치된 소프트웨어 현황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art.RealAsset – PC & SW 현황 분석

PC와 SW 자산 현행화 및 SW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위하여 PC와 SW 자산 정보를 등록합니다.

art.RealAsset은 MECM이 수집한 PC & SW 설치 정보와 AD 계정을 매핑하여 자산 사용자를 분석합니다.

관리자는 자산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 중인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사용자

사용 자산 확인

계정 정보

PC & SW 정보

자산 정보 등록

자산 사용 현황



art.RealAsset –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SAM DB) 연동을 기반으로

관리자 포털을 통해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비 인가 또는 초과 사용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 인가 또는 초과 사용 시 관리자에게 알림 서비스(이메일 등)를 제공합니다.

SAM DB 업데이트
SAM
DB

관리자

매핑

비 인가 or 초과 사용 알림

(이메일 & 관리자 포털)
SW 설치 정보 수집!

확인 후 조치

사용자 PC

사용자



art.RealAsset – 관리자 기능 1/2



art.RealAsset – 관리자 기능 2/2



art.RealAsset – 사용자 기능



art.FederationID

통합 인증 & SSO 솔루션

Microsoft ADFS 기반 통합인증/SSO 운영과 관리를 위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L, OAuth, OpenID 등
글로벌 표준 인증 프로토콜

기반 통합인증 & SSO

신청, 승인, 현황 분석,
감사 정보 리포팅

No Agent
Multi-Device/OS
Multi-Browser

통합인증 연동
라이브러리 & 가이드

On-Premise LOB, SaaS,
B2B 등 통합인증 & SSO

ADFS



art.FederationID – 시스템 구성

Active Directory

Login Once

Password Self Service
(Option)

SSO

SSO

Authentication

ADFS

B2B
B2C

Management

Administrator

LoB

Biometrics Authentication
(Option)



art.FederationID – 서버 구성

B2B
B2C

DMZ Intranet

Reverse Proxy
Servers

ADFS
Servers

Database
Servers

Active
Directories

art.FederationID
Servers

LoB
Servers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 연동 프로세스

분석& 협의 개발& 검증 서비스오픈& 운영

• 통합인증 연동 접수

• 통합인증 연동 안내 및
개발 가이드 배포
(라이브러리 포함)

• 시스템 분류

• 현황 파악

• 운영자 협의

• 개발계 연동 가능 확인

• 인증서 보유 여부 확인

• 통합인증 연동 등록

• 방화벽 설정 신청

• 네트워크 요구사항 파악

• 통합인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인증 모듈 수정

• 로컬 환경에서 인증 모듈
동작 검증

• 테스트 협조 요청 및 지원

• 통합인증 연동 검증

• 사용자 인증 클레임 정보
전달 및 검증

• 업무 프로세스 검증

• 운영 전환 일정 협의

• 사전공지 및 준비사항
확인

• 운영 담당자와 일정 협의

• 최종 운영 전환일 결정

• 사내 공지 준비

• 운영 전환

• 통합인증 정상 동작 확인

• 모니터링

• 안정화

• 시스템 운영

• 장애 지원

1. 2. 3. 4. 5. 6.
업무 협의 시스템 등록 인증 모듈 개발 연동 검증 서비스 오픈 안정화



Linux / JAVA

Agentless

Library for JAVA

Linux / PHP

Agentless

Library for PHP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 연동 라이브러리

통합인증 연동 표준화 • 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쉽고 빠른 연동을 위하여 통합인증 연동 표준 라이브러리 제공

• 시스템 운영자의 개발 경험과 기술 수준에 따른 인증 모듈 개발 결과물 차이 최소화

• 시스템 운영자가 인증 모듈 수정 시 단계적 절차에 따라 개발 가능하도록 개발 가이드 제공

• Q&A, FAQ 등 인증 모듈 개발 관련 게시판 제공

Web

Windows / ASP .NET

Agentless

Library for ASP .NET

Android / Native

Agentless

Library for Android

iOS / Native

Agentless

Library for iOS

Mobile

Windows / Win32

Agentless

Library for Win32

C/S

ADFS

인증보안 토큰 발행

보안 토큰 제출

Active Directory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메인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통합인증 신청 현황

doffpark [->    Contact Us    관리자 모드 한국어 ▼통합인증/SSO 포털

통합인증 소개 통합인증 신청 연동 가이드 Q&A          FAQ          연동 현황 인증 현황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연동 가이드 1/2

doffpark [->    Contact Us    관리자 모드 한국어 ▼통합인증/SSO 포털

통합인증 소개 통합인증 신청 연동 가이드 Q&A          FAQ          연동 현황 인증 현황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연동 가이드 2/2

doffpark [->    Contact Us    관리자 모드 한국어 ▼통합인증/SSO 포털

통합인증 소개 통합인증 신청 연동 가이드 Q&A          FAQ          연동 현황 인증 현황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Q&A

doffpark [->    Contact Us    관리자 모드 한국어 ▼통합인증/SSO 포털

통합인증 소개 통합인증 신청 연동 가이드 Q&A          FAQ          연동 현황 인증 현황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FAQ

doffpark [->    Contact Us    관리자 모드 한국어 ▼통합인증/SSO 포털

통합인증 소개 통합인증 신청 연동 가이드 Q&A          FAQ          연동 현황 인증 현황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연동 현황

doffpark [->    Contact Us    관리자 모드 한국어 ▼통합인증/SSO 포털

통합인증 소개 통합인증 신청 연동 가이드 Q&A          FAQ          연동 현황 인증 현황



art.FederationID – 통합인증/SSO 포털 – 인증 현황

doffpark [->    Contact Us    관리자 모드 한국어 ▼통합인증/SSO 포털

통합인증 소개 통합인증 신청 연동 가이드 Q&A          FAQ          연동 현황 인증 현황



art.StrongID

복합 인증 솔루션

SMS, Email, OTP, Biometrics 등 기반 1차 & 2차 복합인증 서비스와 현황 분석 & 감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출 가능한 암호 대신 사용자 생체 등으로 복합인증

• 사용자 스마트폰 기반 본인 인증으로 인증 위임 방지

• 생체, OTP, SMS, 이메일 등 다양한 인증방식 선택

• 도메인 & LoB 1차 인증과 주요 시스템 2차 인증에 활용

• BYOD 적용으로 인증 디바이스 투자비용 절감

• 인증 현황 정보와 감사 대상 정보 조회

SM
S

BYODDomain 도메인 인증

본인 인증

로그인

LoB 1·2차 인증 LoB Systems

로그인

인증 요청 인증 요청

복합인증 시스템



SMS

SFA MFA

⑤ Auth. Result

④ Auth. Result

① Access

⑤ Auth. Result

② Auth. Request

①’ 1st Auth.
① Access

① Domain Login ③ Auth. Request

② 2nd Auth. Request

⑥ Grant or Deny

⑥ Grant or Deny

⑥ Grant or Deny

⑤ Auth. Result

② Auth. Request

art.StrongID – 복합인증 프로세스



API, Redirection, ADFS Plug-in, Windows Credential Provider, RADIUS 등 연동 방식을 지원합니다.

API
• 인증 모듈 수정 가능 시스템
• RESTful API 호출

• Mobile App
- Touch, Biometrics, OTP

• Phone Text, Email

Redirection
• 인증 모듈 수정 가능 시스템
• 복합인증 웹 페이지로 Redirection

ADFS Plug-in • ADFS 인증 적용 시스템

Windows
Credential Provider

• Active Directory Domain

RADIUS
• RADIUS 인증 가능 시스템
• VPN, VDI 등

• Mobile App
- Touch, Biometrics

RADIUS

art.StrongID – 복합인증 연동 방식

연동 방식 연동 대상 인증 방식



복합인증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art.StrongID – 사용자 등록

1. 2. 3.



사용자가 SMS, Email, Touch, OTP, Biometrics 등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 요청합니다.

art.StrongID – Multi-Method 인증

SMS③ Authentication Result

② Request Authentication

① Waiting for Authentication

인증코드는
[314445] 입니다.

인증코드는
[314445] 입니다.



사용자가 복합인증 포털에 접속하여 본인의 인증방식을 관리합니다.

art.StrongID – 사용자 포털

Phone Text



관리자가 복합인증 관리 포털에 접속하여 사용자, 관리자, 시스템 연동, 시스템 환경 등을 관리하고 서비스 현황을 분석 & 모니터링 합니다.

art.StrongID – 관리자 포털 1/3



art.StrongID – 관리자 포털 2/3



art.StrongID – 관리자 포털 3/3



Google, Facebook, GitHub, Twitter 등 Web OTP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t.StrongID – Web OTP 등록



art.StrongID – On-Premise 구성

SMS

art.StrongID Servers

Database Servers

Reverse Proxy Servers
on DMZ

Auth. App

LoB Systems

Directory

Auth. App
Update Servers



art.StrongID – art.StrongID SaaS 활용

SMS

Reverse Proxy Servers
on DMZ

Auth. App

LoB Systems

Directory

SaaS



art.Cypher

디스크 암호화 솔루션

Microsoft BitLocker 기반 디스크 암호화 서비스와
현황 분석 & 감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PC 분실 또는 도난 시
정보 유출 방지

정책 기반
디스크 암호화 관리

암호화 적용, 예외 처리,
복구키 조회 등 관리

암호화 현황 분석
및 감사 정보 리포팅



art.Cypher – 시스템 구성

Active Directory

Group Policy
• Compliance & Recovery Data
• Recovery Self Service

Administrator

• Administration
• Analysis & Reporting

Group Policy

art.Cypher

PC

only supports PC joined to Active Directory!



art.Liberty

PC 로컬 관리자 권한 통제 솔루션

로컬 관리자 권한이 제거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로컬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관리합니다.

한시적 로컬 관리자 권한 부여

로컬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프로그램 실행과 웹 페이지 접근 허용

사용자 요청과 관리자
승인을 통한 권한 부여

사용자 PC의 제어판 기능과
인터넷 옵션 사용 통제

권한 요청/승인, 권한 사용 등
현황 분석 및 감사 정보 리포팅



art.Liberty – 권한 요청/승인 프로세스

전자결재
② 인터페이스

⑥ 승인/거부
⑧ 등록

④ 승인/거부

⑤ 요청 알림

③ 요청 알림

① 권한 요청

⑩ 승인/거부 알림

⑦ 요청 알림

⑨ 등록 완료

사용자

부서장 운영자

정보보호 담당



art.365

Microsoft 365 서비스 관리 솔루션

Microsoft 365 라이선스, 사용자,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현황 분석 & 보안 감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청, 승인, 사용 등
현황 분석 및 감사 정보 리포팅

Microsoft 365
구독 비용 최소화

사용자 별 라이선스 신청
및 관리자 승인

사용 현황 분석을
통한 라이선스 회수

임직원 외 사용자 관리
문서 유통 감사



art.365 – 대시보드



art.365 – 라이선스 정책 관리



art.365 – 라이선스 관리



art.365 – 사용자 활동 관리



art.365 – 영상회의 장치 연동



eum.TeamsPlus

Microsoft 365 Teams 조직도 솔루션

PC & Mobile Teams 조직도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직도 정보 인사 연동

인사 정보



eum.TeamsPlus – PC Teams 조직도



eum.TeamsPlus – Mobile Teams 조직도

Mobile 조직도 화면
다중 사용자 선택 후
대화, 메일, 일정 초대

사용자를 선택하여
상세정보 조회



art.CNR

Microsoft 365 Teams 문서 보안 솔루션

MIP 기반 Teams 문서 암호화, DRM 문서 자동 복호화, 현황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암복호화 현황분석

MIP 암호화 복호화

as-is DRM



art.CNR – Teams 문서 암복호화 현황



art.SLA

PC & 서버 로그 수집/분석 솔루션

PC와 서버의 다양한 이벤트 로그 수집, 저장,
조회, 분석,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메일, SMS 등 알림

PC 로그 수집

이벤트 로그 수집 주기
등 설정

서버 로그 수집

조회, 분석, 리포팅

저장 조회/분석

Server

PC

로그 수집

로그 수집

관리자

도메인
로그인
로그아웃

도메인
로그인
실패

기타

기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암호 변경
로그인
로그아웃

PC
온/오프



abm.RNS

망 분리 환경 메일 송수신 솔루션

망 분리 환경 이메일 사용자의 편의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망에서의 외부메일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망 연계 시스템 의존 없이 안정적인 메일 송수신 서비스 제공

• 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 분석 서비스 제공

• abm.RNS 워크플로우 또는 사내 전자결재 연동으로 외부발송 승인

• 업무환경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 설정기능 제공

인터넷망 내부망

전달

abm.RNS abm.RNS

메일 시스템 메일 시스템

외부메일

사용자 사용자

망 연계 시스템

메일발송

전달

업무망에서 안전하게
외부메일 송수신

• 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현황분석
• 네트워크 장애대응 송수신 무결성

망 연계 시스템
의존없이 서비스

• 외부 리소스 제거
• 첨부파일 백신검사 관리자 승인 후 발송

전달

전달



abm.RNS – 수신 구성

외부메일 수신 시 abm.RNS가 외부 리소스 제거 및 첨부파일 백신검사 후 메시지를 변환하여 내부망으로 전달합니다.

인터넷망 내부망

전달 전달

abm.RNS abm.RNS

메일 시스템 메일 시스템

외부 리소스 제거 &
첨부파일 백신검사 후
변환된 메시지

외부 메일

사용자 사용자



abm.RNS – 발송 구성

사용자가 내부망에서 메일 외부발송 시 abm.RNS가 관리자 승인처리 후 인터넷망에 전달하여 발송합니다.

인터넷망 내부망

전달

abm.RNS abm.RNS

메일 시스템 메일 시스템

관리자 승인
완료된 메시지

메일 발송

사용자



abm.RNS – 송수신 프로세스

메일 수신

첨부파일? 

내부망
전달

백신검사

본문에 감염
알림 문구 삽입

Y

N

시작

종료

인터넷망
메일 시스템에 전달

Y

N

첨부파일 제거
& 관리자 알림

N

Y

외부 리소스 제거 감염? 내부망 전달?

메일 발송

승인필요? 승인?
Y

N

시작

종료

N

Y

발송

인터넷망
전달

발송자에게
반려 알림

반려 알림?
N

Y



abm.RNS – 기능 요약 1

로그인 대시보드 외부발송 승인

관리자 로그인

• 로그인 실패 횟수 초과 시 로그인 잠금

• 로그인 시 IP 주소 확인

• SMS 또는 이메일 2차 인증 지원

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 최근 5일간 수신/발송/누락/감염 현황

• 수발신 현황 & 기능 테스트

• 수발신 목록 확인

• 로그 저장 디스크 공간 확인

외부발송 현황 및 승인/반려

• 외부발송 현황

• 외부발송 메일 내용 확인

• 건 별 승인/반려 & 일괄승인



대분류 소분류 기능 요약 기능 설명

설정

관리자 관리 관리자 추가, 수정, 삭제

• 관리자 등록 현황

• 관리자 추가, 수정, 삭제

• 로그인 잠금 &비밀번호 변경

• 관리자 타입(최고관리자/일반관리자) 설정

• IP 주소 지정

• 이메일 감염 & 2차 인증 알림을 위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록

• 관리 포털 기능 사용권한 설정

커넥터 설정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인터넷망과 업무망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커넥터 추가, 수정

외부 리소스 제거 수신메일 본문의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설정
•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적용 여부 설정

• 도메인,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예외 설정

abm.RNS – 기능 요약 2

설정

관리자 관리 커넥터 설정 외부 리소스 제거

관리자 추가,수정,삭제

• 관리자 등록 현황

• 관리자 추가, 수정, 삭제

• 로그인 잠금 & 비밀번호 변경

• 관리자 타입(최고관리자/일반관리자) 설정

• IP 주소 지정

• 이메일 감염 & 2차 인증 알림을 위한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 등록

• 관리 포털 기능 사용권한 설정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인터넷망과 업무망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커넥터 추가, 수정

수신메일 본문의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설정

•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적용 여부 설정

• 도메인,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예외 설정



대분류 소분류 기능 요약 기능 설명

설정

관리자 관리 관리자 추가, 수정, 삭제

• 관리자 등록 현황

• 관리자 추가, 수정, 삭제

• 로그인 잠금 &비밀번호 변경

• 관리자 타입(최고관리자/일반관리자) 설정

• IP 주소 지정

• 이메일 감염 & 2차 인증 알림을 위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록

• 관리 포털 기능 사용권한 설정

커넥터 설정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인터넷망과 업무망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커넥터 추가, 수정

외부 리소스 제거 수신메일 본문의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설정
•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적용 여부 설정

• 도메인,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예외 설정

abm.RNS – 기능 요약 3

설정

옵션

시스템 기능 설정

외부발송 승인
• 승인 없음, 모든 메일, 첨부파일 중 선택
• 승인 방식: abm.RNS 워크플로우, 전자결재 중 선택
• 반려 시 사용자에게 이메일 알림 여부 설정

감염된 메일 처리
• 메일 삭제, 본문만 전달 중 선택
• 모든 관리자에게 감염 알림 이메일 발송

대시보드
• 새로 고침 주기 설정
• 송수신 테스트 주기 설정

관리자 로그인

• 로그인 실패 허용횟수 설정
• 로그인 차단해제 수단: SMS, 이메일 중 선택
• [최고관리자]는 관리자 관리에서 차단해제 가능
• 2차 인증: 없음, SMS, 이메일 중 선택

로그 보관
• 보관 기간 설정
• 보관기간 경과 로그 자동삭제



대분류 소분류 기능 요약 기능 설명

설정

관리자 관리 관리자 추가, 수정, 삭제

• 관리자 등록 현황

• 관리자 추가, 수정, 삭제

• 로그인 잠금 &비밀번호 변경

• 관리자 타입(최고관리자/일반관리자) 설정

• IP 주소 지정

• 이메일 감염 & 2차 인증 알림을 위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록

• 관리 포털 기능 사용권한 설정

커넥터 설정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인터넷망과 업무망 메일 시스템 연동 커넥터 설정

• 커넥터 추가, 수정

외부 리소스 제거 수신메일 본문의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설정
• 외부 리소스 제거 예외 적용 여부 설정

• 도메인,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예외 설정

abm.RNS – 기능 요약 4

현황

관리자 접속 현황 관리자 로그인 현황
• 기간 & 검색어 조건검색
•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

관리자 활동 현황 관리자 업무수행 현황
• 기간 & 검색어 조건검색
• 활동한 페이지와 활동 내용
•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

수신 현황 외부메일 수신 현황
• 기간 & 검색어 조건검색
•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

발송 현황 메일 외부발송 현황
• 기간 & 검색어 조건검색
• 상태 확인: 승인대기(메일 내용 확인 가능) or 발송완료
•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

메시지 추적 수발신 이상 메시지 추적

• 수발신 이상 메시지 추적
• 기간,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메일 제목, 메시지 ID 등 조건검색
• 인터넷망 abm.RNS로 검색결과 전송(솔루션 공급사 원격지원)
•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



abm.RNS – 화면구성 [ 로그인 ]



abm.RNS – 화면구성 [ 대시보드 ]



abm.RNS – 화면구성 [ 외부발송 승인 ]



abm.RNS – 화면구성 [ 설정 / 관리자 관리 ]



abm.RNS – 화면구성 [ 설정 / 커넥터 설정 ]



abm.RNS – 화면구성 [ 설정 / 외부 리소스 제거 ]



abm.RNS – 화면구성 [ 설정 / 옵션 ]



abm.RNS – 화면구성 [ 현황 / 관리자 접속 현황 ]



abm.RNS – 화면구성 [ 현황 / 관리자 활동 현황 ]



abm.RNS – 화면구성 [ 현황 / 수신 현황 ]



abm.RNS – 화면구성 [ 현황 / 발송 현황 ]



abm.RNS – 화면구성 [ 현황 / 메시지 추적 ]



abm.RNS – 화면구성 [ 현황 / 성능 모니터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64 (논현동 7, 에스엘빌딩) T.02-2008-3600    F.02-562-4130

오정훈 차장

02-2008-3647

jhoh@feelanet.com

박병국상무 박병국상무

장민철 부장

02-2008-3607

mcchang@feelanet.com

조명구 부장

02-2008-3660

mgjo@feelanet.com

정형욱 차장

02-2008-3648

hwjung@feelanet.com 

주영규 차장

02-2008-3675

ygjoo@feelanet.com

김지민 차장

02-2008-3603

jmkim@feelanet.com

곽명국 대리

02-2008-3676

mgkwak@feel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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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hwjung@feel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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