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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과 파일은 정보, 통신, 거래, 경영정보체계(BI)의 핵심
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삭제된다면 사업 실패와 신용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GFI Archiver™를 통해 모든 회사 이메일과 파일은 빠른 접근과 쉬운 검색이 가능하고
안전한 중앙 공간에 보관됩니다. 이제 회사는 중요 정보가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장소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GFI Archiver의 MailInsights™ 보고서
기능으로 파일보관함에서 중요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안사고, 법적 위험, 업무능률
문제 등 발생 가능한 업무상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GFI Archiver는 여러분의 이메일 체계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
GFI Archiver는 Microsoft Exchange, Office 365™, Google Apps™ 등 이메일
서버와 호환되어 모든 송수신 이메일을 별도의 서버에 복사합니다. 이를 통해 이메일
서버 공간을 확보하여 성능을 향상하고 보관함에 확장성과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보관(SIS) 방식으로 다수자에게 송신된 이메일이 한 단위만 복사되고
첨부파일이 압축되어 보관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아카이빙은 이메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GFI Archiver의 File Archiving Assistant(FAA) 기능을 통해 업무 흐름의 끊김 없이
파일 및 폴더 공유, 다수 컴퓨터의 파일 자동 동기화, 중앙 보관함 파일 자동저장,
파일내역 보존 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GFI Archiver는 또한 이메일서버에서 일정
내역을 받아 보관합니다. FAA를 통해 외부 보관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 자체의
공유 저장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회사 외부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FAA의 기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www.gfi.kr을 방문하세요.
규제준수와 e-discovery를 도와줍니다.
GFI Archiver에서 보관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회사 이메일 및 파일에 대한 감사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Sarbanes-Oxely 법률(SOX), 정보자유화법
(FOIA) 등 규제 준수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공공기업은
내부통제와 감사추적이 건전하다는 사실 그리고 검증 가능한 올바른 데이터를 생성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메일 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GFI Archiver의 간편하고 깔끔한 집중화 보관 솔루션이 있다면 교환서버 성능이
®
빨라지며 메일함 용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Outlook 과의 연동을 통해 사무실
안팎 어디에서나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과 함께 중앙 보관함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점
회사 이메일과 파일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규제준수를 돕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
PST 파일 소요를 줄이고 이메일 및 첨부
파일의 사본을 한 단위만 보관하여 업무
능률 향상 및 보관비용 감소
메일서버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메일 내역을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메일함 용량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MailInsights 보고서로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직원 업무능률을 관리
언제 어디서든 Outlook,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해 중요한 회사 이메일·첨부물에
즉각 접근 가능

GFI Archiver의 전체 기능:
www.gfi.kr

시스템 요구사항
Microsoft Exchange and Windows
Server®, Hyper-V®, VMWare® 등 주요
이메일서버 지원
상세정보: www.gfi.kr

관리자 지원언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사용자 지원언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체코어, 네덜란드어, 한국어, 일
본어, 중국어 간체·번체, 아랍어, 히브리어

이메일 보관함의 데이터를 통해 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세요.
GFI Archiver의 MailInsights 보고서 기능으로 이메일 보관함의 중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전 설정에 따라 대시보드에 나타나며 활용 용도는:
⦁이메일 내용을 통해 고용자 업무 능률 및 사기 파악
⦁누가 공유 저장공간에 부적절한 파일을 저장하는지 식별
⦁누가 이메일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확인
⦁누가 구인구직 회사 및 구인자와 이메일 연락을 주고받는지 식별
⦁누가 경쟁사에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는지 판단

* 본 책자는 www.gfi.com에 게재된
영문 안내책자의 번역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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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fi.kr에서 무료 시험판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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