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LEAKAGE PREVENTION SOLUTION

종이유출차단솔루션 다큐블럭

Paper Document Security

보안 산업의 현상황과 문제점
다양한 보안솔루션 도입과 구축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안 유출 사고
외부의 공격만큼이나 심각한 내부의 유출 사고

< 해외기술유출 피해규모 >

기술유출 피해업체
예상 피해액 (연평균)

50조원

<유출주체>

중소기업

=

4,700업체
연매출액

출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 기술보호방안보고서

산업(기업 / 기관) 보안솔루션

정보유출 유형분석 , 산업기밀보호센터 (국정원)

문서 보안 기술

ㆍ 네트워크 보안 – 서버, 인터넷

ㆍ (디지털) D/B 보안 및 암호화

ㆍ 시스템 보안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ㆍ (디지털) 시스템 제어 및 포렌식 추적

ㆍ 정보 유출방지 - 문서
ㆍ 암호 / 인증 – 금융거래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

ㆍ 보안관리 시스템

ㆍ (디지털) DRM (저작권 보호)
ㆍ (인쇄물) 암호화 및 Log기록
ㆍ (인쇄물) 출력 및 복사 방지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보안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를 통한 정보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보안사각지대

종이문서에 대한 유출 대비는 미비

기업정보유출 딱 종이 1장이면 끝!
보안솔루션의 발전과 다양성에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종이문서 유출 사고

반도체 핵심기술 또 유출시도… 철통보안 어떻게 뚫렸나
기술유출

“임원이 퇴근시 공정자료 문서를 가방에 넣어 반출” 기밀 내용을 출력하여 가방에 넣어 반출

반도체에 이어 3천억대 가전기술도 유출될뻔
대기업 출신인 A씨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A사의 냉장고 개발과 관련된 비밀 파일 120개를
빼돌려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와 자문계약 형식을 통해 기술유출을 시도

‘반도체 비밀’ 6년간 넓고 깊게 빼갔다
협력사유출

“장비 납품 협력 업체. 장비 판매 후 A/S를 위해 생산 공정에 수시로 드나들며
주요 문서를 반출하여 경쟁사 제공” 출력된 기밀 문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반출

국내 자동차 회사 '신차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예상
국내 자동차 회사의 ’신차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 기업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A사는 이번 영업비밀 유출로 약 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

NSA(미국 국가 안보국) 기밀문건을 스타킹에 숨겨 유출
정부기관 유출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대선 불과 며칠 전 선거 및 투표 인프라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 유출” 기밀 내용이 담긴 종이를 반으로 접어 스타킹 안에 넣어서 유출

국가기관의 기밀 사항 해외 유출
검찰이 100여 건의 군사 기밀을 해외로 팔아 넘긴 혐의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전ㆍ현직 간부들을
구속해 수사중이며 기밀정보를 공작팀장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남

‘오타 봐 달라’며 시험문제 유출…
채용시험 유출

"A 의료센터에서는 채용시험문제를 통으로 출력해 유출 후 유포" 시험문제를 출력하여 유출

S여고 시험지 유출
S 여고 전교 1등 성적조작 의혹 → 현장조사

종이문서보안의 사각지대를 잡는
신개념 문서보안 솔루션, 다큐블럭(docuBLOCK)

다큐블럭 솔루션이란?
종이문서에 대한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 관리 하는 보안솔루션

보안용지
보안게이트

보안용지 및 보안 게이트
사용을 통해
내부 → 외부로의 유출 차단
보안 센서 장착을 통해
외부 → 내부로 침입하여
일반 용지 출력 후
외부 유출 하는 것을 원천차단

보안센서

다큐블럭 솔루션 구성도
다큐블럭(docuBLOCK)은 특수물질을 함유한 보안용지(유출차단용지)와 보안용지에만 출력하도록 통제하는
다큐블럭 센서 그리고 보안용지 유출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보안게이트로 구성됩니다.

다큐블럭 페이퍼

다큐블럭 센서

다큐블럭 게이트

다큐블럭 센서 (docuBLOCK Sensor)
일반 복합기(프린터)에 장착시 보안프린터로 전환되는 특허 개발된 센서
* 다큐블럭만의 특허 기술로 기존에 사용 중인 복합기나 프린터에 설치 즉시, 보안 복합기 및 보안프린터로 사용 가능

다큐블럭 페이퍼(보안용지)에만 인쇄하도록 하며, 일반용지가 급지될 경우 백지로 출력

다큐블럭 센서의 역할
보안용지(유출차단용지)와
일반 용지를 구분
보안용지(유출차단용지)위에만
인쇄 할 수 있도록 제어
일반 용지는 백지로 출력

복합기 및 프린터 모델에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장착하여 사용가능

HP
Sindoh

Samsung

Epson

Brother

제조사로 부터 기기의 펌웨어
정보 불필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펌웨어
연동/비연동 센서 장착 가능

Kyocera

Canon

OKI

보안솔루션 도입을 위한
복합기/프린터 교체가 불필요
사용중인 복합기/프린터
지속 사용 가능

다큐블럭 페이퍼 (docuBLOCK Paper)
특수합금(Electro Magnetics)을 함유한 전자감응형 보안용지

센서가 장착된 복합기 / 프린터에서 출력시 일반 용지와 구분되어 보안용지에만 출력됨.
보안용지가 외부로 유출 시, 보안 게이트에서 감지하여 경보(신호)를 알림

보안용지용 와이어

펄프단계에서 와이어가 혼합되어 제작 됨에 따라
두께 / 백감도 등 일반 용지와 차이가 없음.
일반 용지와 동일 제조 공정으로 유해성이 없음

와이어마다 유리 코팅

다큐블럭 게이트 (docuBLOCK Gate)
다큐블럭 페이퍼를 감지할 수 있는 종이유출감지 특수게이트
* 출력된 다큐블럭 페이퍼의 게이트 통과시 감지하여 경보음 발생
* 옷이나 가방 속부터 신발 내부까지 보안물질을 검출하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

출력

출력된 문서

용지 감지 / 경보

주식회사 애니셀 사업분야

Security Business
보안솔루션 사업

ㆍ 종이유출차단솔루션 구축 / 판매
ㆍ 보안관련 토탈 솔루션 구축
ㆍ 출입통제 / 영상감시 外

IT Solution

Printing Solution

PC / 서버 판매
네트웍 유지보수

복합기 / 프린터 판매
렌탈 / 유지보수

ㆍ PC 판매 및 유지보수
ㆍ 네트웍 구축 및 유지보수
ㆍ 서버 구축 판매

ㆍ OEM 비즈니스

인증서

특허

벤쳐기업 확인

메인 비즈

이노 비즈

기술역량 우수기업

ISO 9001

ISO 14001

ㆍ
ㆍ
ㆍ
ㆍ
ㆍ

복합기 / 프린터 판매, 렌탈 비즈니스
MPS / 프린팅 솔루션 비즈니스
복합기 / 프린터 직판 영업
프린터 / 토너 유통 사업
출력솔루션 구축 / 판매

다큐블럭이 지키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가치 입니다.
docuBLOCK protects value, not just paper.

㈜ 애니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테라타워
1차 A동 713호
Tel : 02-2057-1515
Fax : 02-2057-9030
www.anysell.net
www.docublock.net

다큐블럭 공식파트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