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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RESOURCE PROTECT SOLUTION

SAFENET



(주)싸이웍스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SafeNet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Worm, P2P 프로그램, 해킹툴 등이 유발하는 악성 유해 패킷으로 

인한 조직내의 네트워크 자원 낭비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원 보호 솔루션입니다.

SAFENET

보안패치 관리

PC의 중요 OS PATCH 상황 검사, 보고 기능

OS PATCH 자동/강제 설치

패치파일 다운로드 서버 설정 기능 (내부 서버 OR MS UPDATE 서버)

서버의 패치파일 자동 다운로드 기능

다국어 운영체제 지원

패치 적용 주기 설정 기능

바이러스 백신 관리

VMS(Virus Vaccine Management System)와의 연동 지원

바이러스 백신 자동 설치 기능

바이러스 백신 자동 엔진 업데이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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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트래픽 관리

보안 정책에 따른 Outbound 트래픽 제어 기능 : 단위시간(1초)당 ICMP, Broadcast, Session 전송개수 제한 기능

특정 포트에 대한 Inbound/Outbound 트래픽 차단 기능

비정상 IP 패킷의 Outbound 트래픽 차단 기능(Dos 공격 패킷 차단) : SYN Flooding, ICMP Flooding, Land Attack 패킷 차단

자산 관리

강제 배포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등록 관리 기능 및 강제 배포 기능

교강사 수업 진행 관리 기능

- 학생 화면 모니터링, 교강사 화면전송 기능

- PC 사용 제한 기능(네트워크 차단, 키보드＆마우스 차단)

- 시작 프로그램 리스트 출력 기능

-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리스트 출력 기능

- 실시간 CPU 사용량 정보 리스트 출력 기능- 실시간 CPU 사용량 정보 리스트 출력 기능

- 실시간 PC 상태 정보(정책 위반사항) 출력 기능

- Well-Known Password 설정여부 검사 기능

- H/W 자산정보 출력 (CPU, Memory, HDD)

- S/W 자산정보 출력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기능

메시지 전송 기능

IP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PC 출력 기능

개별 PC 네트워크 강제 차단 및 해제 기능

웹 기반의 원격제어 기능(에이전트 설치 없이 웹 콜센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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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환경

운영체제 : Windows 98/ME/2000/XP/2003

프로세서 : Pentium3 333MHZ 이상

메모리 : 32MB 이상

HDD공간 : 10MB 이상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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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싸이웍스 > 개발본부

서울 송파구 송파동 56-1 동방빌딩 2층

TEL 02.3431.5162 / FAX 02.3431.5165

TEL +82.2.3431.5162 / FAX +82.2.3431.5165     SYWORKS DEVELOPMENT DEPT.    2F DONGBANG B/D, 56-1 SONGPA-DONG, SONGPA-GU, SEOUL,138-170,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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