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soft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솔루션

Microsoft Teams, SharePoint Online, OneDrive for Business, Office 365 Groups 을 
대상으로 모든 사용자의 권한정보, 활동기록, 민감정보를 스캔하여,

Microsoft 365 ‘안전한’ 협업환경을 만드는 AvePoint SaaS 솔루션

Find & Priorize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원가’, ‘이익’, ‘계약’등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여 ‘민감정보’를 정의하

고, 이러한 민감정보를 포함한 콘텐츠가 외부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공유링크가 생성되지 않았는지 탐지합니다. 이러

한 정보유출 리스크를 우선순위화 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관리와 보안설정을 편집하여 일괄적으로 설정하고 자동 

전개합니다.  PI 는 오피스 365 협업환경을 안전하게 합니다. 

Monitor & Fix Enforce & Prevent

접속기록, 민감정보 현황, 활동기록을 
수집하여 대시보드화

오피스365 사용현황 및 DLP 모니터
링 대쉬보드 (공유된 링크와 민감정보
의 노출상태)

20여개 권한/보안 거버넌스 정책을 선
택하여 자동화

개인식별정보, 회사기밀 등 민감정보
를 정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접근, 공유상태를 지속적으로 탐지

모니터링된 이슈의 원인 파악과 추적
정책 위반 시 알림 기능, 무단 변경 시 
롤백 기능

전사적, 일괄적 권한정책 설정 및 배
포 기능

DLP 리스크 변화(개선)효과 분석

정책 위반 발생 시, 원래 상태로 자동 
복구 (Auto Fix)

테넌트 내 외부사용자 현황, 과다 공
유링크 등 정보유출 리스크를 우선순
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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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POINT POLICIES & INSIGHTS 

 INSIGHTS 기능

POLICIES 기능

• 사이트 접속권한을 요청하고 승인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 사용자, 파일크기, 파일유형에 따라 특정 파일의 생성 및 업로드를 제어

• 사이트에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 설정

• 그룹 또는 팀에 대한 외부 공유 권한 설정

• 특정 사용자만 그룹 또는 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

• SharePoint 목록, 라이브러리에서 항목, 문서 및 폴더의 수를 제한

• 그룹 또는 팀에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제한 설정

• 팀 소유자가 팀 생성 후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

• Outlook 클라이언트에 Microsoft 365 그룹 표시여부 설정

• 그룹 또는 팀의 소유자 수를 제한

• 그룹 또는 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 특정 개체 수준에서 권한상속이 유지되도록 보호

• 그룹 또는 팀의 ‘Privacy’(비공개) 설정을 제한

• 외부공유가 비활성화된 사이트에서 외부사용자 탐지

• 사이트콜렉션 관리자 수 제한

• 사이트콜렉션 관리자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 사이트의 외부공유 설정 제어

• 사이트 소유자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 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 제한

AvePoint Policies & Insights 는 ‘Insights’ 와 ‘Policies’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Microsoft 365 사용자 권한, 활동과 민감정보에 대한 보안 데
이터를 집계

• 테넌트 전체 Teams, Groups, SharePoint, OneDrive 를 대
상으로 권한관리 리포트, 특정 서비스 또는 사용자 모니터링

• Microsoft 365 민감정보 유형, 민감도 레이블 및 노출도 정의
에 따라 DLP 리스크 우선순위화

• Microsoft 365 에서 제공하는 민감정보 템플릿을 사용하거
나, 각 기업에 따라 민감정보를 별도 정의 가능

• 대규모 사용자 그룹이나 외부사용자에 대해 권한을 일괄 설정
하고 전개 

• 과다 노출된 민감정보 또는 만료기한이 없는 익명 공유링크 
등 리스크 우선순위 설정

• 개별 사용자, 외부 사용자, 숨겨진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편집, 삭제, 제거 가능

• 보안 대시보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정보유출 리스크 변화(개
선)상태를 추적

• 모니터링 결과 또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선택하
여 자동화 전개

• Microsoft 365 안전한 협업환경을 위한 Teams, Groups, 
SharePoint, OneDrive 에 대한   정책 적용

• 정책 위반사항에 대한 알림 및 복구 기능

• 몇 번의 클릭으로 정책 위반사항 원인 파악 및 복구 가능

•  Microsoft 365 Activity 피드 기반 솔루션 동작 (솔루션 사용
에 따른 테넌트 성능 저하 방지)

• 20개 이상의 즉시 적용 가능한 정책 탑재. 몇 번의 클릭으로 
즉시 적용 가능

• 내장된 거버넌스 정책 항목

** 솔루션의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사양 및 기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