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이젼시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 DB암호화 서비스 제휴안내

제휴 소개
마루인터넷㈜ 큐리스
개인정보 DB 암호화 API 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객 웹사이트가 수집하는 회원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웹에이젼시 회사
고객사에 큐리스 개인정보 DB암호화 시스템의 영업 및 판매 서비스 제공.

1년 2년 3년

공동이익창출

DB암호화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툴킷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준수 완료

영업, 서비스제공

DB암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규 매출원 확보
1. 초기 구축 매출발생
DB 암호화 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른 구축 매출 발생

2. 고정 매출
신규 고객 유치, 서비스 이용의 연장에 따른 고정발생

3. 지속적 누적 매출
고객의 서비스 유지 기간 중 지속적인 누적 매출 발생

판매상품내역

솔루션 공급가 : 50,000원/회

상품명

암호화 데이터 수

서비스 공급가(년간) (VAT 별도)

ISS-1000

1,000 datum 미만

40,000원

ISS-2000

2,000 datum 미만

70,000원

ISS-5000

5,000 datum 미만

150,000원

ISS-10000

10,000 datum 미만

280,000원

대용량

10,000 dataum 이상

협의공급

* DB table 1개 레코드를 1개의 데이터로 정의 합니다.

DB암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예시
30개의 사이트에 ISS-1000 상품을 100,000원에 판매한 경우의 1년차 수익 예시

(판매수익금액 + DB암호화 시스템 구축매출) X 30개의 사이트
1년차 수익금액

(60,000원 + 250,000원) X 30 = 9,300,000원/년

/// 매출 가정 ///
* 판매수익금액 = 판매가 – 공급원가
* DB암호화 시스템 구축매출 = 구축가 – 솔루션공급가

100,000원(판매가) – 40,000원(공급원가) = 60,000원/년
300,000원(구축가) - 50,000원(솔루션공급가) = 250,000원

서비스 연장 및 신규 30개의 사이트를 유치한 경우의 2년차 수익 예시
(판매수익금액 + DB암호화 시스템 구축매출) X 30개의 사이트

2년차 수익금액

9,300,000원 + (60,000원 X 30고객) = 11,100,000원/년

/// 매출 가정 ///
* 1년차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 판매수익금과 DB암호화 구축 매출은 웹에이젼시 회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휴사에 대한 기술 지원
자체구축 사이트에 대한 일반화 솔루션
웹에이전시 회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및 상용 프로그램에 대해 큐리스 DB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API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

‘그누보드 for 개인정보 DB암호화’의 제공
웹사이트 구축에 많이 사용하는 ‘그누보드’에 큐리스의 개인정보 DB암호화 모듈을 기본 탑재한 버전인
‘그누보드 for 개인정보 DB암호화’ 버전의 제공.
그누보드로 구축된 기존의 웹사이트에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이드 제공.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큐리스의 개인정보 DB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강화 예정.

에이전시 대상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개발자에 대한 API 사용법 교육과 구축 대행 기술 지원을 통한 영업 지원.

서비스 제휴신청 (www.curis.kr)
제휴신청

www.curis.kr 가입

상담

승인

제휴 신청은 curis.kr 에 가입 신청 후, 상담 후 가입 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가입 후 ‘서비스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제휴 신청서’를 작성함으로 서비스 제휴가 완료됩니다

도입사례
한국 문화컨텐츠 라이센싱협회 (http://www.ko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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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시 비밀번호 안전성 체크 적용
비밀번호의 안전한 암호화 기술 적용 : SALT 및 고유 배치법 설정 후 적용
고객 정보의 안전한 암호화 기술 적용 : 주소, 전화번호, 접속자 IP, 이메일 등
로그인 및 개인정보 취급페이지에 대한 암호화 전송기술 적용 : SSL
회원가입 페이지에 큐리스에 의한 개인정보 DB암호화 기술 적용고지
큐리스 표준 개인정보보호방침 적용 완료
큐리스 표준 내부관리계획서 기반으로 내부관리계획서 수립·시행
웹사이트 하단에 큐리스 서비스 인증 라벨 제공
개인정보 취급 PC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www.Curi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