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정보의 역사

SentinelTechnology 솔루션 제품군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 관리
(웹표준 / 접근성)

CPMS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CoolCheck! Privacy Ed.

홈페이지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CoolFilter!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DPMS

DB 내 개인정보 진단 시스템

CoolCheck! Enterprise Ed.

홈페이지 통합관리 솔루션

A=CoolCheck!

웹 접근성 통합관리 솔루션

2004년 국내 최초! 홈페이지 개인정보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신뢰와 기술력을 인정 받은
(주)센티널테크놀로지와 함께 합니다!

(웹 품질 /웹접근성 /웹표준 /자산 개인정보 진단 등)

SentinelTechnology 모듈 제품군
모듈형 제품

Docu-Parser

문서파일 콘텐츠 추출 모듈

PIA_ 모듈

개인정보 검출 모듈 (Docu-Parser포함)

(지원 확장자 : MS-Office, 아래한글, 압축파일, 텍스트, PDF 등)

주요 고객사
중앙행정기관

공사,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록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결제원, 도로교통공단,
우정사업본부,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민간기관

KB국민카드, NH투자증권, GS shop, NICE평가정보, IBK기업은행, 다우데이타, 대우정보시스템, 라이나생명,
롯데닷컴, 신라호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글과컴퓨터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 감리교신학대학,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남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광역, 지방
자치단체

경상남도청, 경상북도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 목포시청, 전라남도청,
강원 강릉시청, 경기 부천/수원/안산시청, 경기도청, 경남 사천시청, 경북 경산/문경시청, 제주 서귀포시청

* 포함 315개

제품 구매 및 상담문의
㈜센티널테크놀로지 Tel. 02.525.5398 E-mail. sales@coolcheck.co.kr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B동 610호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www.coolcheck.co.kr

GS인증

이노비즈

조달등록제품

www.coolcheck.co.kr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차단 솔루션

홈페이지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차단 솔루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관제 시스템

클라우드 이관을 고려하시나요?
서버 부하 없이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는 CoolFliter가 해답입니다.

중앙부처 사이버안전센터 시장점유율 1위!
대규모 홈페이지 중앙관제에 최적화 되었습니다!

그룹웨어

CPMS 주요 특징

홈페이지

진단 기능

CMS
온나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365일 24시간)

CLOUD

대규모 홈페이지 진단 : 멀티 프로세싱 지원
구글 내 개인정보 노출 점검
관리 기능
관리자 페이지 제공 : 시스템 진단관리 및 제어
홈페이지 관리자(담당자)별 권한 분류
타 시스템과의 연동 용이(ESM등)
실시간 개인정보 노출 결과 확인
주요 고객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서울대학교, IBK기업은행 등

CoolFliter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개인정보 등록 차단 솔루션입니다.
유연성, 이동성, 확장성을 갖춘 CoolFliter로 클라우드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하세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솔루션
국내유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항목 자동진단 솔루션 입니다!

CoolFliter 주요 특징

주요 적용사례

개인정보 차단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실시간 차단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완벽한 반영구적인 차단
SW 방식으로 네트워크 부하 없음

온나라 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항목 관리 및 결과 확인

보건복지부, 법무부, 조달청, 기상청

홈페이지

Coolcheck 주요 특징
개인정보 진단 기능

관리자페이지
노출검사

·4대 고유식별정보 (주민, 외국인, 여권, 운전면허)
외 다양한 개인정보 진단

외교부, 인천광역시청, 한국과학기술원

관리자 페이지 제공

SW 사용 범위 (내/외부 모든시스템)

개인정보
진단

노출상세
경로제공

기술적 보호 조치 진단

국립암센터, 공정거래위원회
CMS

온나라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광역시청

(16년간 축적된 개인정보 검출식 보유)
·관리자페이지, 디렉토리리스팅 노출과 같은

그룹웨어

클라우드 시스템

·개인정보 검출 오류율 최소화

HTML5
기반 보고서

웹 자산
현황

보고서 기능
HTML5 기반 보고서 제공
개인정보 노출 상세경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