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1/IT Desktop Management
(자산/배포/보안관리)

시스템전체를 움직임

JP1: Job Management Partner NO 1.

업무와 IT운용의 자동화로
사용자 미스를 방지하여
고신뢰의 시스템 운용을 실현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연속성의 확보, 친환경 배려,
스마트 장치 같은 새로운 IT 기술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데이터 센터 수준의 고급 운영 스킬이 요구 됩니다.
JP1 v10은 IT운영 자동화 및 문제의 예측 탐지 및 원인 규명, 해결 및
운영 단계의 탐색 등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을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쉬운 관리 도구를 제공해서 고객의 시스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IT자산을 지킴

Automation

IT자산관리의 일원화와
시큐리티리스크 대응을 통해
컨프라이언스를 준수함

•IT운영자동화
•JOB관리

Monitoring

IT Compliance

•통합모니터링
•서비스레벨관리
•Avaibility관리

Foundation

•자산, 배포관리
•시큐리티관리

•IT리소스관리
•네트워크관리
•스토리지관리
•서버관리

서비스 및 시스템의 가동상황
그리고 장애발생조짐을 예측

시스템상황을 확인

IT리소스,네트워크,스토리지,서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스템인프라를
강력하게 지원함

기반시스템을 지원

JP1/IT Desktop Management :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의 IT 자산 정보 및 보안 대책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에서 관리함으로써 IT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나 업무 서버 작업 로그 (추적 기록)의 취득 등으로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전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

컴플라이언스 보증

IT 자산 및 보안 대책 상황이 집약되어 표시 됩니다. 관련 정보가 한 화면에 표시
되므로 시스템 전체를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비용
•자산 데이터의 자동 수집
•소프트웨어 배포/인스톨의 자동화
•원격 조작

효율적인 통합 관리
IT 자산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제공합니다. 가상 데스크톱, 스마
트 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여 관리 가능하며 상세 관리
옵션 및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메뉴는 낮은 관리 비용에 도움을
줍니다. 회사 전체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며 각종 보안 위험 및 정보 누출에
대한 대책을 통해 중요한 IT 자산을 보호합니다.

Administrator

Manager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조작 로그의 추적

Virtual desktop

보안 대책

•패치 배포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부적절하게 연결되 PC의 접근 거부 및
격리 시스템의 구축
•내부 정보의 유출 방지
Virtual desktop

라이센스 과부족을 일원관리

소유 라이선스 및
과부족 상황을 표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보유 수, 라이센스 사용 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할당 수와 실제 라이센스 소비 수, 심지어는 할당 된 PC와 설치된 PC
도 확인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마다 설치되어 있는 PC를 나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소프트웨어 수를 자동 집계하고 보유 라이센스 수와 비교하여 라이
센스 과부족 상황을 보고서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관리의 효율적 관리
로 라이센스 위반이나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Software installation wizard

Administrator

PC에 할당된 라이선스가 표시
배포 소프트웨어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배포
배포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를 부서별로 바꾸는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며 소속 된
부서의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배포 ·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 일정
을 지정하여 업무의 지장이 적은 시간대에 배포 ·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리 부담
을 줄이면서 관리 업무에 지장이 적은 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배포위저드를 이용한
사일런트 배포/인스톨

Off된 PC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ON후 인스톨
배포후 자동 OFF 기능

Distribute and
install software

OFF
ON

Distribution target PCs

사용자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인스톨 연기 기능

JP1/IT Desktop Management(자산/배포/보안관리)
금지된 조작의 제어
어떤 유저에 의한 금지된 조작 발생시 팝업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가 가능합니
다.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금지 소프트웨어의 삭제 제어도 가능합니다.
금지 조작의 예)프린트 허가에 의한 프린트 제어,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실행, 승인되지 않은 USB 메모리 장치 제어, CD/DVD 미디어 제어

제한 금지 된
소프트웨어
Administrator

OK

e-mail
Not Fication

NG

g
rnin
Wa
Manager Treatment server

Inside company

Dashboard(security management)

Permitted Software

Prohibited Software

Warning message
game.exe was stopped because
usage is restricted by the administrator

Connection is blocked

Treatment

Outside company

Network monitoring server

PC carried into company
(Unauthorized PC)

Agent

Connection is blocked

보안 대책이 불충분한 PC 제어
보안 대책이 불충분한 PC와 관리되지 않는 PC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네트
워크 연결을 거부 ·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PC
나 개인 소유의 PC 등이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 시도 할 경우 네트워크 연결을
거부 · 차단 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로 알릴 수 있습니다. 관리자뿐만 아니
라 PC 이용자에게 통지도 가능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대응하지 않고, PC 이용
자 스스로 대책 수립이 가능해서 관리자의 작업 부담도 경감됩니다.

위험 조작의 상세 추적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추적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조작의 추적
화면에서 작업을 추적하면 “언제?” “누가?” “어디에서 입수 한 파일인지?” “무
슨 조작을 거쳐?” “어떻게 입수 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만일의 정보 유출에
대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내부정보

내부정보 취득

거래처 메일

사외에 반출
및 공개

사외로 반출

USB메모리
사용자 PC

파일서버내의
고객정보

부정조작검사

사외Web

메일

부정조작을 관리자에게 통지

정보 유출 조작의 사전 탐지 및 통지
시큐리티관리화면(조작로그알람)

관리자

취득 가능한 조작 로그
PC기동/정지

로그온/로그오프

메일 첨부 파일의 저장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 송수신

프로세스기동/정지

윈도우 조작

외부 미디어의 접속/절단

web억세스/업로드/다운로드

프로그램기동억제
인쇄억제
FAX송수신

인쇄

PC사용자의 조작 로그를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외부에 반출하는 “외부 Web에 업로드”,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
“USB 메모리로 복사” 등의 작업은 정보 유출의 위험으로 이어질 의심 작업으
로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의 반출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확장성
Manager 하나로 관리하기 힘든 대규모 환경에서 중계 서버를 사용하여 통합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배포 할 때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합
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계 서버는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Manager
와 에이전트 중간에 설정 되어 동시에 다수의 에이전트에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배포 할 때의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를 가능 하게 한다. 각각의 에이
전트에 대한 조작 로그가 중계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의
성능이 유지된다. 대규모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Central management by Manager
Manager

Distribution

Distribution
IT asset data

Automatic collection of IT
assets Vulnerable PC

Relay server

Agent

Branch A

Agent

Relay server

Branc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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