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보안�기술을�통해

사람들은�더욱�신뢰할�수�있고, 보호받을�수�있습니다.
마음�놓고�소통하고�교류하며�원하는�바를�얻을�수�있는�세상.
궁극적으로�사람들�간의�장벽을�허물고

많은�사람들이�보다�자유롭게�세상을�공유할�수�있는�미래,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만들어�갑니다.

펜타시큐리티 회사소개

Enterprise · IoT · Blockchain

보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Security Software Engineering Company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는 기업정보보안 사업에서 출발한 보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입니다.

1997년 창립한 1세대 보안기업으로서 22년의 전통과 신뢰로 쌓아 온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펜타보안기술연구소, IoT융합보안연구소, 펜타블록체인연구소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암호플랫폼, 웹보안, 통합인증보안 등

기업정보보안 시장 1위를 다년간 유지하며 클라우드보안, 자동차보안, IoT보안, 블록체인 등 신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펜타시큐리티는 서로 믿고 소통하는 열린 사회의 바탕인 '신뢰'의 제공자로서, 고객의 보다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한 인재와 기술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기업�정보�보안

Web Security
Authentication
Data Encryption

현재�사업�기반

데이터�암호화 + 웹�보안 + 인증�보안
국내 1위 + 아시아-태평양 1위
기업�정보�보안�시장�절대적�우위

사물인터넷�보안

Car Security
IoT CA
IoT Security

미래�사업�기반

교통�보안 + 사물인터넷�보안

자동차에서�인프라까지�교통보안�토탈�솔루션
스마트팩토리�등�산업분야별 IoT 보안�플랫폼

Penta IoT Security

블록체인

Data Blockchain
DeFi
Crypto Wallet

미래�시장�개척

데이터�블록체인 + 블록체인�금융
데이터�공유�블록체인�플랫폼
지갑에서�거래소까지 De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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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RESENC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우크라이나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Thailand

일본

Japan

United Arab Emirates

싱가포르

Singapore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Taiwan

Malaysia

Ukraine

태국

아랍에미리트

Italy

대만

인도네시아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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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Enterprise

암호 플랫폼 D Amo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 키 관리

D’Amo는 국내 최초 데이터 암호 플랫폼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IT 시스템 전 계층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지원하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합니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 암호화의 필수

요소인 키 관리, 접근제어, 감사, 모니터링 등의 통합 데이터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D’Amo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GDPR 등의 각종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할 수 있으며, 각 제품은 D’Amo Control Center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T 시스템�아키텍쳐별�암호화�방식�제공
6가지 암호화 방식과 31종의 암호화 플랫폼 지원

D’Amo Control Center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설치된 D’Amo 제품을 통합 관리 가능
SAP ERP와 같은 데이터 속성 유지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도 안전한 암호화 적용 가능

다양한�환경에서의�데이터�보안

D’Amo Cloud를 통해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적용 가능
IoT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KCMVP 인증 암호모듈 제공

국내�최초 CC인증�키�관리�시스템 (Key Management System)
CC인증 EAL3+ 획득 키 관리 시스템

DB암호화, 어플리케이션 암호화 등 전사적 키 관리 인프라 제공
HSM(FIPS 인증)을 통한 보안성 강화 패키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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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Enterprise

지능형 웹방화벽 WAPPLES
웹 해킹 정보유출 부정접근 웹 위변조 방지

WAPPLES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특화된 웹방화벽(Web Application Firewall, WAF)입니다.

특허받은 지능형 탐지엔진 COCEP™을 통해 SQL Injection, Cross Site Scripting(XSS) 등의 웹 공격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보 유출,
웹사이트 위변조, 봇 부정 행위를 방지합니다. WAPPLES은 자가점검 기능을 통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자동으로

서비스를 복구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정기점검 툴을 통해 정기점검 보고서는 물론 상세 분석 보고서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COCEP™ : 논리 연산 탐지엔진 (Contents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Processing)

오탐�없는�높은�보안성

지능형 탐지엔진 COCEP™ 탑재로 변형 공격 및 새로운 공격에 대한 즉각적 탐지 가능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웹서비스 거부 공격(DDoS 공격) 차단 가능
검증 매커니즘을 이용한 정확한 개인정보 검사 및 차단 가능

Custom Rule 기능을 통해 탐지 위치부터 패턴 검증 방법까지 각 사용자에 맞도록 간편한 룰 추가

안정적인�고성능�제공

HTTP/2, TLS 1.3 지원함으로써 최신 프로토콜을 적용한 웹 서버 완벽 보호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가상화 WAF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WIC 서비스 제공

쉽고�편리한�보안�관리

자가점검 기능을 통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자동으로 서비스를 복구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
Web GUI 기반의 WAPPLES 관리도구를 통해 브라우저 상관없이 쉽고 간편한 보안 설정

Multi-Domain NAT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나의 공인 IP로 다수의 웹 서버를 효과적으로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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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플랫폼 ISign+
SSO 다중 인증 PKI

ISign+는 다양한 IT 환경에서의 사용자 뿐만 아니라 IoT 기기에 대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TP, 지문인증, 인증서와 같이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더욱 보안이 강화된 멀티팩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웹, 모바일 환경 뿐만 아니라 IoT 환경을 위한 구간 암호화 및 인증서/전자서명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ISign+를 통해 안전한
인증 서비스 및 PK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Secure SSO 및�접근제어

보안채널을 통한 인증정보 및 인증토큰 보호

중복 로그인 방지 기능을 통해 사용자 정보 도용에 의한 피해 방지

SSO 기본적인 기능 외 접근제어, 구간암호화, 감사 및 로그 관리 기능 제공

다양한�인증�방식�지원

ID/PW, 모바일 OTP, FIDO, 생체(지문, 홍채 등), 인증서(NPKI, GPKI 등) 인증 지원
Multi-Factor, Multi-Channel 인증기능 제공
단일인증, 선택인증 및 복합인증 지원

경량 모듈 인증기능 제공을 통한 IoT 환경에서의 기기 인증 지원
사설 PKI 인증기능 제공을 통한 사설 인증센터 구축 지원

구축�편의성�제공

통합 어플라이언스 제공에 따라 별도의 솔루션(WAS, DB 등) 구축 없이 도입 가능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
인사 DB 연동 및 통합계정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동기화 툴 제공
기본 모바일 OTP App을 앱(Play) 스토어를 통해 제공

8

Products IoT

IoT 보안 솔루션 Penta IoT Security
자동차에서 에너지까지, IoT 토탈 보안 솔루션

IoT 환경에서는 다양한 사물들 간에 실시간으로 오가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입니다. Penta IoT Security는 신뢰할 수

있는 IoT 환경을 위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인터넷 연결 전, 인증서를 발급해 기기를 허가하고 통신 중에도 인증서를 주고받으며 기기의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또한 사물의 데이터를 수집해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카, 스마트에너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등 Penta IoT Security를 통해 안전한 IoT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oT 보안의�핵심기술�자체�보유

암호화 : 하드웨어 암호화, 경량 암호 모듈, DB 암호화, 키 관리

네트워크 보안 : SSL-VPN, APP F/W, 데이터 무결성, 종단간 암호화
인증 : 하드웨어 기기 인증, PKI 기기/사용자 인증, 모바일 인증
보안 서비스 : 모니터링, 원격 제어, 이상행위 분석, 머신러닝

스마트카�보안 AUTOCRYPT

자동차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위한 보안 솔루션

스마트에너지�보안 Penta Smart Energy Security, ENERGYCRYPT

미터링 장치에서 중앙 인프라까지 안전하게 통제하는 스마트에너지 보안 솔루션

스마트팩토리�보안 Penta Smart Factory Security, FACTOCRYPT

안전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프로세스 제어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보안 솔루션

스마트홈�보안 Penta Smart Home Security, HOMECRYPT

가정 내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스마트홈 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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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Blockchain

암호화폐 지갑 PALLET

분산 금융 (Decentralized Finance) 솔루션
PALLET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한 곳에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산 금융(Decentralized Finance) 솔루션입니다.

암호화폐 사용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적화된 오픈 소스 사용 없이 자체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 지갑 표준 및 블록체인 프로토콜

을 탑재함으로써 사용자는 PALLET 제품군과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PALLET Product (PALLET M/C/S/T/X/Z)

분산 금융(Decentralized Finance) 생태계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 지갑

개인 사용자부터 기업 사용자까지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효율적인 관리

지갑 생성부터 트랜잭션 서명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권한 분리를 구현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자산 관리 기능 지원

PALLET Service

디지털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빠르고 안정적인 암호화폐 지갑 운영과 손쉬운 블록체인 데이터 접근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해 다중 서명 기능 제공,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에서의 개인 키 보관과 복구 지원

PALLET Framework

암호 알고리즘, 지갑 표준 및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탑재한 자체 개발 프레임워크
해킹 위험이 존재하는 영역 E2E 보안 실현

오픈소스의 취약점을 해결하여 연산속도 및 개발 생산성 향상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제공

Product line-up
개인용 Wallet

기업용 Wallet

PALLET M

PALLET C

PALLET S

PALLET T

PALLET X

PALLET Z

Mobile App Type

Card Type

Hardware Type

Chip Type

Appliance Type

Appliance Type

(Hot Wallet)

(Cold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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