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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용 IBM MaaS360
Laptop Management
하나의 화면에서 노트북, 데스크톱, 울트라북,
태블릿을 보호
클라우드에서 Windows 장치 관리
주요 장점

IBM® MaaS360® Windows용 Laptop Management는 IT 부서가 전체
Windows PC 수명 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자체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입니다.

•

패치, 제3자 및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차단
서명 파일의 최신 상태 유지

•

위치에 관계 없이 Microsoft 패치 및 애플
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장치에 자동 통보(푸
시 기능)

•

위치에 관계 없이 소프트웨어를 장치에 자
동 통보(푸시 기능)

•

장치의 위치 찾기

•

장치 종료 또는 재시작

•

서비스 중지/시작/재시작

모바일 장치 관리처럼 간편

•

메시지 보내기 또는 장치 잠그기

•

장치의 분실 또는 도난 시의 하드 드라이브
지우기

장치 폼 팩터와 관계 없는 간편한 OTA(Over-the-Air) 등록(MDM
처럼)과 일관적인 통합 워크플로는 IT 관리자에게 사용이 용이한
포털이 되고 있습니다.

•

감사에 대한 규정준수 입증

•

장치 폼 팩터 전반에 걸친 일관적인 통합 워
크플로

•

OTA 장치 등록

이 솔루션은, 오늘날 Windows 컴퓨팅 기기의 확장 제품군의 보안을
확보하는 모든 과정을, 모바일 장치 관리(MDM) 용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포털인 하나의 창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구현합니다.
MaaS360은 Windows 장치부터 Mac 노트북은 물론 iOS, Android,
Windows Phone 및 BlackBerry로 구동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까지
귀하의 IT 환경에 있는 수많은 장치를 관리하는 통합된 방법으로서,
업계를 주도하는 솔루션입니다.

Windows용 MaaS360 Laptop Management는 노트북, 데스크톱,
울트라북 및 태블릿 전반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치의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시킴으로써,
하드웨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누락된 패치, 오래된 바이러스 차단
서명 파일 등에 대해 탁월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My Alert Center를 포함하는 Mobility Intelligence™ 대시보드와
보고서는 기업 표준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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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indows 장치 보호 및 관리

가시성 확보
Windows용 MaaS360 Laptop Management는 Windows
노트북, 데스크톱, 울트라북, 태블릿 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빛을 밝혀줍니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관리하고 있는 장치 상에서 보고와 분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행됩니다.
• 하드웨어 재고조사
• 애플리케이션 종류 등 소프트웨어 재고조사(Win32 및
Windows Store 애플리케이션)
•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 정보:
– 바이러스 차단
– 개인 방화벽
– 스파이웨어 방지
– 데이터 암호화
– 백업 및 복구
• 운영체제(OS) 세부 정보
• 파일 크기, 심각도 수준, 놓치고 있는 사용자 수 등 OS 패치
수준 및 정보
• Java 및 Adobe 등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업데이트

그림 2: Windows 노트북의 장치 세부 내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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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패치 및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배포

Windows용 MaaS360 Laptop Management는 가시성을
확장해 IT 부서가 조직 전체에 걸쳐 있는 Windows 장치를
관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IT 관리자는 중앙집중식 콘솔을
통해 통합 워크플로로써 수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무선으로(Over-the-Air) 장치 등록
• 미처리된 OS 패치 파악, 일정 수립 및 설치
• 장치의 찾기, 종료 또는 재시작
• 서비스 선택 후 중지, 시작 또는 재시작
• 문서 및 앱이 포함된 패키지를 배포해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 유지
• 사용자에게 메시지 전송

Windows용 MaaS360 Laptop Management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용 업데이트와 함께, Microsoft 패치용
미처리 업데이트와보안 업데이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이로써,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될 때마다 동일한 브라우저의 장치에
업데이트를 분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데이터(payload):
• MSFT 패치
• iTunes 업데이트
• Adobe 업데이트
• 운영 체제
• 소프트웨어 재고

그림 4: 패치 배포 설정의 예
그림 3: Windows 노트북에 이용 가능한 조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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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보안 사기 방지 솔루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IBM 담당자 또는 IBM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security.

Windows 장치 보호

	MaaS360은 Windows 기반 노트북, 데스크톱, 울트라북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장치
유형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되는 단일 포털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구축

	MaaS360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므로, 서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복잡한 구성을 다루거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치가 빠르고
쉬우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즉각적인 가시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MaaS360을 활용해 본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팅 장치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IBM MaaS360 Laptop Management는
Windows XP SP3,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이상, Windows 8 이상 Pro 및 Windows 10(해당할 경우 32
비트 및 64비트 포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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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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