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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통합제어 서비스

최근 채팅, 이메일, 문자(SMS), 클라우드 등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되어 기업의
정보 보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TransBox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이에 동반되는 첨부파일, 공유파일을 완벽하게
원격 제어 및 관제하여 비지니스 정보의 유출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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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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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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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ransBox Code

box file

추적

원격삭제

저장

전송

단말기, 클라우드, 이동형 저장장치 등에 안전하게 저장 가능

인증

인증된 사용자에 한해 암호화 해제 가능

※TransBox 데이터 관제 기능: 암호화 및 평문 형태의 모든 데이터의 로그 제공(저장, 전송 등)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TransBox만의
Visible 암호화 방식 적용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인증된 사용자에 한해 복호화 가능
인증 되지 않은 사용자는 암호화를 해제 할 수 없습니다.

LYHTEADDXZTL
HXXXTDXLETHX

인증된 사용자 화면

인증 되지 않은 사용자 화면

사후 인증이 가능합니다.
미리 권한을 부여받은 수신자가 아니더라도,
사후(코드를 전송 받은 이후) 개별 적으로 복호화 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YHTEADDXZ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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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요청
인증 되지 않은 사용자

암호 제작자

다양한 데이터의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E-mail

Chatting

000@00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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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변환이 간단합니다.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도 간단한 동작만으로 암/복호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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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적 및 삭제

Drag & Drop(PC)

Quick menu (Mobile)

Drag & Drop을 통한 대화창 방식의 변환은 물론,
퀵메뉴를 통한 간편 암호화 변환 가능

별도 런처 실행 없이,
Tap 동작 한번으로 암호화 변환 가능

암호화 이후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저장위치와 관계없이
원격파기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추적 로그 제공
2018.08.08.17.35
jason님이 복호화(열람) 하였습니다.
tommy님이 복호화 실패하였습니다.
kelly님이 키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격 삭제 하시겠습니까?

YES

doc

NO

doc

안정성은 기본,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PC와 모바일간 호환이
자유롭습니다.

모바일/PC간 완벽한 호환성을 바탕으로 암호화/ 복호화, 데이터 추적 및 원격파기 등 모든 기능이
모바일과 PC에서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PC 암호화
PC 원격관리

Cross-platform 서비스

모바일 복호화, PC 암호화
모바일 원격관리

모바일 복호화

단한번의 설치로, API 연동 없이도 채팅, 이메일, 그룹웨어, 클라우드, 문자메시지, SNS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P I

※사용자(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용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CPU, 메모리 등 디바이스의 자원 소모가 많지 않아, TransBox가 동작 중 에도 시스템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PC에서 모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C PU 점 유 율

메모리 점유율

보안홀(Security Hole)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귀사에 딱 맞는 보안 솔루션을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아마도,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보안 음영구역 때문이 아닐까요?
기존 솔루션만으로 막을 수 없었던 보안 홀, TransBox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 메일 이외 공식화 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채팅, 문자 메시지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업무 상황에서도 유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초안 유출’,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
2017.12.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3일 정부 가상화폐 규제 초안을 유포한 당사자를 밝혀
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세청
사무관으로, SNS를 통해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앞서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대책 초안 유출 파문…이 총리
"반드시 밝혀내 엄단할 것"
2017.12.14일
가상화폐 규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규제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또한 회의를 ...

※TranBox는 어떠한 채널에서도 암호화로 안전한 소통이 가능하며,
관리자 모드를 통해 모든 대화와 파일을 완벽히 원격제어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이외 형식의
자료 보안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업의 중요 정보가 문서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이메일, 채팅의 본문, 혹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유된 정보 및 동영상, 사진, 음성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Board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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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내 게시 판

첨부파일: design_product.jpg
최근 사내 00사건이 오보가 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언론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사내 보안 유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00입니다.
제품 이미지 샘플 입니다.
자료 유출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 드립니다.

사내 게 시 판

이메일

녹취록. mp3

실험영상. avi

음성파일

이동식 저장매체,
클라우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영상파일

암호화된 데이터는, 이동식 저장매체, 클라우드 혹은 첨부파일을 통해 타인에게 공유가 되었다 해도
사용자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복호화(암호화 해제)가 불가능 하여 파일의 저장 위치와 관계 없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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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첨부파일

안전한 정보 보호, TransBox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C레벨 커뮤니케이션 보호

부담없이
커뮤니케이션하세요

조직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때로는 민감한 내용이 오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메시징 서비스 일지라도 다운로드 및 복사에 의한 제 3자 공유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TransBox는 모든 민감한 내용을 완벽히 제어하여 유출을 방지합니다.
Chatting

사내 커뮤니티 정보
회사내에서 그리고 협력사와 설계도, 디자인 시안, 보도자료 등 다양한
기술 기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일반 대화는 물론 파일도 암호화 하여 공유하고 보관하면, 유출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습니다.
Community

안전한 사생활을
보장합니다

최근 노트북 컴퓨터, IP 카메라 등의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피해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TransBox는 동영상/ 이미지 암호화 등의 기술로 사생활 유출 방지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 고객 서비스, 기업용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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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 스캠과 같은 사기걱정
없이 업무 하세요

무역 및 국제 송금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의심이 가는 메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셨다면,
TransBox로 인증된 사용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TransBox의 사용자 인증을 통해 발신자의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EC 스캠 혹은 피싱과 같은 걱정 없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사용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걱정없이 서비스 하세요.

2018년 5월 부터 GDPR이 시행 됩니다. TransBox는 GDPR을 대비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고객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 모듈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TransBox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정보

ISP

요청
고객동의

고객

제품 / 서비스
TransBox PRO
경제적인 클라우드형 데이터 관리 솔루션
권장 사용자
소규모 사업자
다양한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사업(자)
법무법인, 특허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PRO

TransBox SERVER
독립 구축 및 최적화를 지원하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
권장 사용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술기업
정보(문서) 중앙화 구축 기업

SERVER

TransBox AGENT
내부 인프라환경 (메일 서버, 파일서버 등)과 연동이 가능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
권장 사용자

AGENT

메일, 파일 서버등의 내부 인프라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대기업,
금융기업, 공공기관 등
대 고객 정보 보호가 필요한 병/의원 및 보험사 등

TransBox ENGINE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Telco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사를
위한 엔진 제공 서비스 (암/복호화 및 원격 관리 모듈 제공)
권장 사용자

ENGINE

SMS, MMS 등의 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메일, 채팅 등의 서비스 제공기업

커뮤니케이션 보안
1.
2.
3.
4.

암호화 : 본문 암호화(이메일, 메시징 등), 파일 암호화 (문서, 동영상, 사진 등)
데이터 원격 삭제 : 암호화 데이터(텍스트, 파일) 원격 삭제 지원
데이터 관제 기능 : 암호화/비암호화 등 디바이스의 데이터 생성, 전송 등의 로그 제공
Admin toolkit : 관리자용 데이터 암/복호화 권한 관리 및 제어 툴

API 연동형 서비스

특정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예제: 트랜스박스와 기존 사내 메시징, 그룹웨어 이메일 등의 시스템과 통합

메신저

AGENT

그룹웨어

SERVER

연동 / 최적화

이메일
(사내 시스템)

(TransBox Agent 또는 TransBox Sever)

COMPANY
커뮤니케이션(데이터) 제어

API 비연동형 서비스

사내 시스템(그룹웨어, 메시징)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제) 별도의 API 연동없이 사내에서 사용하던 모든 이메일, 메시징 서비스에 적용

메신저
그룹웨어

PRO
비연동
(TransBox PRO)

이메일
(사내 시스템)

COMPANY
커뮤니케이션(데이터) 제어

실시간 동영상 암호화
실시간 영상 암호화로, 사생활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P 카메라(cctv)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카메라 영상이 암호화 되어 송출된다면, 네트워크를 통한 사생활 유출이 완벽히 차단됩니다.

네트워크 침입:
사생활 침해(기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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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송출 / 전송
해킹

IP Device

사용자

(IP Cam, 노트북)

유포

사생활 침해 차단
(트랜스박스 적용 시)

인증된 사용자

영상 복호화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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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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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송

TransBox IP Device

암호화 변환

영상 송출 / 전송
사용자 인증

(IP Cam, 노트북)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

영상 복호화 불가

BEC 스캠, 피싱(Phishing) 사기 예방
이메일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송금 전 메시지(이메일) 송신자의 신뢰 정보를 확인 하세요.

PGP 방식의 신뢰정보를
제공합니다

PGP 방식의 신뢰정보를 제공합니다.
TransBox는 송신자 위조 및 변조를 예방 하기 위한 송신자의 계정, 단말기,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송신자의 최초 인증 정보와 상이 할 경우, 주의(경고) 알림을 통해 의심스런 사용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호

인증된 사용자 입니다

사용자의 신뢰도
확인 가능
경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 입니다

시스템 통합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사내 시스템 혹은 그룹웨어와 통합 없이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사(거래사, 협력사)와 시스템 통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용자 수 만큼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Share

Share

invoice
암호화 변환

계약서

E-mail
Share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대응 솔루션 제공

GDPR 규정준수 주요 요구사항
조직은 현지 데이터 보호 기관과 잠재 소유자에게 침해된 기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조직에는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GDRP 의 정보 주체 권리
보장과 TransBox의 대응

잊혀질 권리(정보 삭제권): 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 할 권리가 있음
TransBox는 데이터 전송 이후 원격 파기가 가능하여 정보 주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 합니다.
정보 이동권: 정보 주체는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자신이 정보 관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
TransBox의 데이터 원격 관리 툴을 ISP 등의 서비스 제공사에 제공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정보 주체에게 프로파일링 관련 통지 받을 권리, 정보 이용
반대 권리를 보장 하도록 규정
TransBox의 데이터 추적 기능으로 사용자 권리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가능

정보암호화

요청

ISP

정보유통관리
(추적/모니터링)

고객 정보 열람권
고객 정보 제3자 공유권

응답/관리
정보 주체자

정보원격삭제

솔루션
(CRM 서비스를 위한 모듈 제공)

GDPR의 정보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서버 (파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전체 디스크 가상 컴퓨터 암호화를 통한 방법 등)
스토리지 (네트워크 연결형 스토리지 및 스토리지 영역 네트워크 암호화를 통한 방법 등)
미디어 (디스크 암호화를 통한 방법)
네트워크 (예: 고속 네트워크 암호화를 통한 방법)

TransBox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VPLEX 6층
T +82-2-3431-7530

F +82-2-6455-7531

M business@transbox.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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