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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USB의 대중화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절실한 요즘, 특정 사용자만을 위한 고가의 보안 USB가 아닌
누구든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년여 개발 끝에 탄생하였습니다.

보안 USB
교체·변경 가능
강력한 보안
저렴한 가격

반영구적인
지속 사용

일반 & 보안 영역
용량 조절 및
동시 사용 가능

디지털
포렌식 불가

분실·도난시
폐기 처리

지정 PC 외
사용 제한

저작권 보호
복제·복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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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에 다른 USB로 교체가 가능하다고요?
USB를 사용하다 보면 분실하거나 고장 나거나 도난 당하거나 다른 USB로 교체하여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텍트는 언제라도 보안 관리 기능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USB를 보안 USB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만 가능합니다.

보안 USB 분실 · 도난 시 매번 새로 구입하시겠습니까?

고가의 보안 USB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사 보안 USB는 저장 공간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고가이며, USB를 다른 USB로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보안 관리 기능을 활용하시면 4GB 이상의 USB라면 어떤 USB도 보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안 관리 기능을 통해 USB의 보안 기능을 제거하고 USB 3.0 또는 다른 대용량 USB에도 보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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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과 도난, 그리고 비밀번호 유출시에도 안전
USB를 공용 사용하거나 분실 · 도난 시에 도 언제든지 보안 관리를 통해 USB를 영구 사용 불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유출시에도 보안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보안 서비스는 오직

밖에 없습니다.

프로텍트 보안은 예상되는 보안위협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3중으로 보안이 적용되며
허용하지 않는 접근을 원천 차단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복구에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는 PC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보안이 시작됩니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및 군사등급 암호화 적용, 보안 서버 인증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보안 USB에 연결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보안 영역(스텔스 기능)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용량만큼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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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한번으로 모든 보안 준비는 끝 입니다.
비밀번호만 설정해주세요.

는 PC에 인식시키는 것 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서 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USB처럼 사용하고 사용 완료 후 PC에서 분리하는것 만으로 USB는 보안 상태가 됩니다.

지정 PC 외 사용 제한 기능
기본 설정은 모든 PC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보안 관리 기능에서 간단한 설정으로 1대의 지정 PC 사용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의 보안 USB 관리 기능과 USB 당 3대까지 지정 PC 옵션(보안 플러스 멀티 제품에 한함)도 가능합니다

2. 특징

프로텍트 USB의 차별성

구분

A, B사

C사

D사

E사

사용 방식

보안 서버 인증 및
비밀번호 인증

지문 인식 장치
홍채 인식 장치

비밀번호 키패드 입력

비밀번호 인증

비밀번호 인증

암호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및
군사등급 암호화 적용

파일 암호화

하드웨어 암호화 칩

하드웨어 암호화 칩

하드웨어 암호화 칩

보안 방식

USB 장치 인증 &
보안 서버 인증 방식

생채 인증 방식
소프트웨어 설치 후
지문 또는 홍채 등록

USB 장치 인증

USB 장치 인증

보안 서버 및
보안 USB 중앙 관리

분실 처리 기능

분실시 잠금 또는
폐기 처리 가능

자동 잠금

자동 잠금 기능

자동 로그아웃

마스터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
유출시 대응

비밀번호 유출(또는 공유)시
잠금 또는 폐기 처리 가능

없음

별도 라이센스 필요

없음

마스터 비밀번호 변경

보안/일반 USB
변경 여부

일반 USB로 변경 가능
다른 USB에 보안 갱신 설정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오프라인 사용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특징

디지털 포렌식 복구 불가
지정 PC 사용 기능

2인까지 공유가능
스마트폰 연결

OLED 디스플레이 내장

USB 백신 탑재

관리 툴 + 관리 서버
추가 비용

가격

소비자가 49,000원

7만원 ~ 50만원

20만원 ~ 60만원

디바이스 1개당
7만8천원 ~ 33만원

PC 1대당
6만6천원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해요?
네, 프로텍트 보안 USB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보안 USB는 잊으세요. 디지털 포렌식 복구에도 분실·도난에도 파손 되어도 안전!
한번의 구매로 USB를 교체· 변경하여 지속 사용 가능한 대한민국 기술의 하이브리드 보안 USB 입니다.

[보안 플러스 USB 기본 사양]
제품명 : 프로텍트 보안 플러스(Protect USB Plus)
규격 : USB 3.0
용량 : 32 GB
모델 : GALLERY-U-DRIVE 3.0
속도 : 읽기 평균 80MB/S, 쓰기 평균 17MB/S
색상 : 실버
전압 : 5V
타입 : 일체형 COB 타입(방수, 방진)
지원OS : Windows 7 이상, 8, 9, 10
재질 : Steel, Silicon 외
사이즈(mm) : 세로 33.15, 가로 12.14, 두께 4.7, 고리 20
※ 고객의 요청에 따라 USB 종류, 용량, 패키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텍트와 상담하세요.

보안 개발 회사라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재 배포가 가능한 저작권 보호 USB 상품에서 대량의 배포용 보안 USB까지 USB 제조사와의 직접 연계로
많은 수량의 보안 제품 도입 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해드립니다.

카드 형, 캡 형, 슬라이드 형, 스틱 형, OTG형, 캐릭터 형 등 고객이 원하시는 어떤 USB라도 맞춤 상품 제작 가능합니다.

· 보안 USB의 용량, 형태, 종류 변경 가능
· 맞춤 보안 관리 기능 개발 가능
· USB 각인, 인쇄, 포장 변경 가능

지금 프로텍트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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