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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er에 관하여

“Keeper Security, Inc.”가 제공하는 Keeper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으로서 군용 등급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의 웹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정보, 문서, 사진 및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Keeper는 전 
세계 100여 개국, 4천 곳 이상의 기업, 1천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의 비밀번호와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Keeper는 21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Keeper는 다양한 유형의 기기를 모두 지원합니다. Keeper는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및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오직 마스터 비밀번호(또는 지문)만 있으면 어떤 기기에서나 Keeper 
금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Keeper 는 AT&T, Orange, América Móvil, Samsung, HTC 등 다양한 이동통신사와 OEM 
제조사에 사전 설치 형태로 제공되며 Android와 Windows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합니다. 

타사 솔루션 대비 Keeper의 차별점

편의성 > 모든 기기에서 호환
Keeper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플랫폼과 기기를 지원하는 비밀번호 관리 및 디지털 금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Keeper는 네이티브 및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으며, 완벽한 다지역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Keeper는 
iOS, Android, Blackberry, Mac, PC, Linux 운영체제와 Chrome, Safari, Firefox, Internet Explorer, Edge 브라우저를 모두 
지원합니다. Keeper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서나 자신의 금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Keeper는 단 한 차례도 
서비스 중단 사고가 없습니다. Keeper에 내장된 기능인 KeeperFill™을 이용하면 어떤 기기에서도 모바일 앱 및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보안성
Keeper는 SOC-2, TRUSTe 및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업계 표준 감사 인증을 획득한 가장 강력한 
보안성의 솔루션입니다. 다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및 업체들과 달리 Keeper는 영지식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오직 Keeper 사용자 본인만이 마스터 비밀번호와 암호화 키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저장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 디지털 금고
Keeper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밀번호 관리 기능과 보안 파일 스토리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로그인 및 비밀번호 관리와 더불어 각종 개인 문서, 파일, 
사진, 동영상 등도 모두 Keeper 금고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Keeper 금고에서 촬영한 이미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고 
외부, 즉 기기의 카메라 롤이나 앨범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전문성
Keeper는 미국의 AT&T, Orange, América Móvil을 비롯한 각종 통신사가 수백만 대의 스마트 기기에 사전 설치 앱으로 
선택한 유일한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입니다. Keeper는 사용 편의성, 광범위한 기기 및 플랫폼 호환성, 보안 아키텍처 
등에 힘입어 엄격한 보안 감사와 기능 심사를 거쳐 다른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들을 제치고 사전 설치 솔루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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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반응

Keeper는 개인용 및 업무용 사용자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총 1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Keeper는 현재 수백만 
명의 정기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15~20초에 1명씩 새로운 
사용자가 Keeper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비롯해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들도 Keeper를 
사용해 중요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앱 스토어에서 최고 평점을 이어가고 있는 Keeper는 소비자들이 직접 
선정한 최상의 제품입니다.

연락처

2011년 Darren Guccione(CEO)와 Craig Lurey(CTO) 두 사람이 창립한 Keeper Security는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술 관련 업무는 캘리포니아 주 엘도라도 힐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s://keepersecurity.
com을 참조 바랍니다.

가격 정보

Keeper를 한 기기에서만 사용하실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Keeper의 정액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안 백업, 동기화, 
파일 스토리지, 공유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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