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3 월 7 일

주식회사

마하로크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마하로크 인터내셔널( 본사: 동경도 시부야구, 사장: 카키시마 타카아키)는,개인
정보보호법에의 대응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내, 국내 해외 지점에 다수 존재하는 PC 를
일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프트 「ML-STATION Mu」를 3 월
11 일부터 판매 개시합니다.

요즘, 정보 누설 사건이 다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으로 내부나 관계자에 의한
유출을 들 수 있어 정보 누설 대책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4 월부터
완전 시행되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대응으로서 정보 누설 대책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1 인 1 대 이상의 사용이 많이진 PC 의 관리에는, 방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LSTATION Mu 는, 관리자의 수고를 덜어, 정보 누설 대책으로서 유효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
알기 쉬운 GUI 의 간단한 조작으로 사내의 PC 를 일원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소프트입니다.

◆제품의 주된 기능
1.

로그 수집

정보 누설의 억제로서 가장 효과적인 로그 수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조작, 네트워크 접속, 공유 폴더로의 접근, 부정 접근외
2.

자산 관리

소프트, 하드의 인스톨, 설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CPU, 메모리 용량, OS, CD-R 등의 기억장치, 현재의 IP 주소, 그 외 접속의 주변기기
3.

안티 바이러스 내장

바이러스 대책 상황도 관리자가 일원 집중관리 가능합니다.
백신 갱신 로그의 확인은, 원래 관리자로부터 검색 실행, 백신의 업데이트를 원격조정 할
수 있습니다.
4. 간단하고 세심한 보안 정책의 배포
그룹 마다 정책 적용은 물론, 사용자마다 다른 정책의 적용도 가능하고, 세심한 보안
매니지 먼트가 가능합니다.
5. 파일의 암호화
사용자마다 파일의 암호화, 복합화가 간단, 중요한 문서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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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가격
이용 환경이나 클라이언트수에 따라 클라이언트 단가가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
해주세요.
가격예) 클라이언트 대수 100 의 경우의 클라이언트 단가

1 만엔 전후

◆주식회사 마하 로크 인터내셔널 회사 개요
약 4 년간에 걸쳐 일본•미국•캐나다•한국등의 세계 각 기업과 함께 개발 및 축적해 온
노하우를 기본으로, 2004 년 1 월에 설립된 시스템 코디네이터 회사.
・설립: 2004 년 1 월 ・자본금: 2 억 1 천만엔 ・사원수: 38 명 ・대표자: 카키시마 타카아키
・본사 소재지: Sakura 428 13-3 Sakuragaoka-cho Shibuya-ku Tokyo 150-0031

본건에 관한 문의처
담당: 타카기, 니시무라

TEL +81-3-5728-3771
FAX +81-3-5728-1071
e-mail: info@mli.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