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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MaaS360 Mobile
Device Management
오늘날의 모바일 장치 보호 및 관리

주요 장점
•

단일 콘솔에서 장치 프로비저닝, 보호, 관
리

•

이메일, 캘린더, 연락처, Wi-Fi 및 VPN 프
로필을 구성하여 접속 중인 사용자에게 무
선으로 전달

•

iOS, Android 및 Windows Phone 및
BlackBerry용 최신 모바일 운영 체제 출시
시의 개시일 지원 체험

•

보안 정책 수립, 그리고 장치 비밀번호 요
구 및 훼손된 장치 차단과 같은 자동화된 규
정 준수 조치를 통해 보안 정책 강제 실행

•

강력한 대시보드와 기업 및 개인 장치를 모
두 관리하는 보고 기능 사용

IBM® MaaS360® Mobile Device Management는 빠른 전체 기능
솔루션으로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모든 단일 화면에서 기업
데이터에 대해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장치를 구성합니다.
강력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MaaS360는 모바일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문서 전반에 걸쳐 확장하는 빠른 배치, 가시성
및 통제를 통해 모바일 장치 관리(MDM)를 간편하게 합니다.
배치가 빠릅니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IT 관리자는 장치 등록을
시작하고 등록부터 엔터프라이즈 통합, 구성 및 관리, 모니터링과
보안, 지원 및 분석 도구와 보고까지 전체적인 모바일 장치 수명
주기를 빠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MDM 문제 해결
•
•
•
•
•

보안 및 규제준수 실행 향상
모바일 자산 지원 비용 절감
애플리케이션 및 성능 관리 향상
개선된 업무의 연속성 보장 지원
생산성 및 직원 만족도 증가

왜 MaaS360인가?
•
•
•
•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리에 있어서 입증된 접근법
강력한 관리와 보안으로 전체적인 이동성 수명 주기 해결
기존 인프라와 쉽게 통합
간편함 및 신속함을 통한 놀라운 고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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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기기에서 보이는 MaaS360 사례

모바일 장치의 빠른 등록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모바일 장치 통합

MaaS360 Mobile Device Management는 플랫폼 설정과 장치
등록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IT 및 직원의 업무를
간편화합니다.

MaaS360 Cloud Extender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통합이 사내 서버 또는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필요 없이 쉽고
간단해집니다.

•
•

•

•
•

•
•

MDM 서비스 선택 및 장치 등록 설정 구성
SMS, 이메일 또는 사용자 정의 URL을 사용해 이동통신망
(OTA)으로 등록 요청 보내기
일회용 암호 또는 SAML을 활용해 Active Directory/LDAP
인증
사용자 정의된 허용 가능 사용 정책 및 EULA 생성 및 분배
기업 및 직원 소유 BYOD(자신만의 장치를 가지고 다닌다)
등록
개인 또는 대규모 장치 등록 시작
기본 장치 정책 설정 적용 또는 수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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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장치의 즉각적인 발견
Microsoft Exchange, Lotus Notes, Microsoft Office 365 및
Gmail과의 통합
기존 Active Directory/LDAP 및 인증 기관(Certificate
Authorities) 상에 구축
BlackBerry Enterprise Server (BES) 정책 관리
강력한 웹 API를 통해 다른 운영 체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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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의 중앙 관리

모바일 장치 상에서 모니터링 및 보고

MaaS360은 여러 플랫폼 전반에 걸친 중앙집중식 정책과
제어를 활용하는 스마트폰과 태플릿을 위한 통합 모바일
관리 콘솔입니다.

Mobility Intelligence™ 대시보드에서 모바일 장치 관리
운영 및 규제 준수에 대한 대화형 그래픽 요약을 확인하고
IT 부서는 회사 전체에 걸쳐 필요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
•
•
•

•

이메일, 캘린더, 연락처, Wi-Fi 및 VPN 프로필을
이동통신망(OTA)으로 구성
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모바일 장치 승인 또는 격리
세밀화된 관리를 위한 사용자 정의 그룹 생성
공용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 분배 및 관리
문서 및 컨텐츠를 안전하게 공유 및 업데이트
MaaS360 Mobile Device Management 내에서 역할 기반
관리 포털 액세스 권한 정의
기업 데이터와 MDM 통제를 제거함으로써 장치 해체

•
•
•
•
•

•

사전대처식 모바일 장치 보호

즉시의 모바일 장치 관리

MaaS360 Mobile Device Management는 동적이고 강력한
안전 및 규정 준수 관리 기능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
•

•
•

•

•
•

MaaS360 Mobile Device Management는 iPhones, iPads,
Androids, Kindle Fire, Windows Phone, Windows 10 및
BlackBerry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오늘날 모바일 장치의
전체적인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필수 기능을 갖춘 사용이
용이한 MDM 플랫폼입니다.

구성이 가능한 품질, 길이 및 기간을 갖춘 비밀번호 정책
요구
암호화 및 비밀번호 가시성 설정 실행
기능, 애플리케이션, iCloud 및 컨텐츠 등급에 대한 장치
제한 설정
탈옥 및 루팅된 장치 감지 및 제한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한 장치의 원격 위치찾기, 잠금 및
지우기
개인 데이터는 온전히 둔 채로 기업 데이터의 선택적
지우기
자동화 조치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규정 준수 역할 구현
지오펜싱(geo-fencing) 규칙을 통해 위치 기반 규제 준수
실행

MDM 필수 요소
•
•
•
•
•
•
•
•

•
•

MaaS360 Mobile Device Management는 웹 기반 포털에서
지속적으로 장치,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진단 및
해결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IT 세부 가시성 및 통제를
제공하며, 최적의 모바일 사용자 생산성을 촉진합니다.

•
•
•
•

•
•
•
•
•

SMS, 이메일 또는 URL 이동통신망(OTA) 등록
비밀번호 및 암호화 실행
이메일, VPN 및 Wi-Fi 프로필
장치 제한 설정
원격 위치추적, 잠금 및 지우기(전체 및 선택적)
탈옥 및 루팅 감지
정책 수정 및 변경
규제준수 보고

강력한 이동성 관리

MDM 지원 효율화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재고에 대한 세부 보고
구성 및 취약성 세부 정보
거의 모든 속성 전체에 걸쳐 스마트한 검색 기능 통합
사용자 정의 감시 대상 목록을 통한 경보 추적 및 수신
BYOD 개인정보보호 설정으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수집 차단
지속적인 데이터 사용 모니터링 및 알림을 위한 모바일
비용 관리 옵션

장치 보기 접속을 통해 문제 진단 및 해결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한 장치 위치 추적
잊어버린 비밀번호 재설정
장치에 메시지 전송
필요 시 구성 설정 업데이트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한 사용자 자가 지원

•
•

이메일 접속 통제
기업 디렉토리 통합
인증서 관리
BYOD 개인정보보보호 설정
장치가 아닌 사용자별 페르소나 정책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조치 실행을 위한 자동화
규제준수 엔진
위치 추적 및 지오펜싱(geofencing)
대시보드 및 경보

IBM 보안 사기 방지 솔루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IBM 담당자 또는 IBM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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