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보안
데이터시트

IBM MaaS360 Gateway
제품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및 컨텐츠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활용
SharePoint, Windows File Share, 인트라넷 동원
주요 장점
•

장치 VPN 없이 회사 데이터 모바일 접속
보호

•

SharePoint, Windows File Share, 귀사
의 인트라넷 사이트 동원

•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앱 안의 VPN 터널
사용

•

언제 어디서나 협동 작업 가능

•

민감한 기업 데이터를 권한 통제, 암호화,
DLP 통제 등 강력한 보안 정책으로 보호

•

네트워크 또는 방화벽 보안 구성을 변경할
필요 없이 접속 가능

IBM® MaaS360® Gateway 제품군은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 구성 또는
장치 VPN에 변경을 가할 필요 없이 SharePoint, Windows Files Share
컨텐츠, 인트라넷 사이트, 앱 데이터 등과 같은 방화벽 안에서
보호되는 업무 자원에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접속을 지원합니다.
권한 통제, 암호화, 컨테이너 사용 정책으로 귀사의 컨텐츠를 보호
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협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T 환경에
하드웨어를 추가하거나, LAN 밖에 있는 장치 또는 서비스로부터의
인바운드 TCP/IP를 연결할 필요 없이도, 설정하고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견고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협동 작업 구현
사용자는 SharePoint, Windows File Share에 있는 기업 컨텐츠에
접속하여 보고 공유함은 물론, 자신의 모바일 장치에서 IBM® MaaS360®
Content 제품군 또는 모바일 장치 상의 IBM® MaaS360® Secure Mobile
Browser에서 기업 컨텐츠에 접속하여 보고 공유합니다. 회사 소유
기기이든 개인 소유의 기기이든, 언제 어디서나 문서에서 협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MaaS360 Secure Mobile을 이용하여 JIRA, 내부 wikis, 지식 기반,
전통적인 ERP 시스템과 같은 인트라넷 사이트와 내부 앱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활용합니다.
데이터는 DLP(데이터 유출 방지) 통제장치를 통해 암호화 컨테
이너 내에서 보호됩니다. 직원이 귀사의 조직을 떠날 때는 장치를
선별적으로 지워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와 앱만을 지우거나
전체적으로 지워서 기기를 당초의 공장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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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장치에서 MaaS360 컨테이너, 데이터 저장소, 문서 및 인트라넷 사이트의 예

언제 어디서나 엔터프라이즈 자원에 접속
•

•

•

•

권한 통제 및 세분화된 접속 통제

문서용 IBM MaaS360 Gateway로, 회사 컨텐츠를 모바일
장치에서 MaaS360 Content 세트를 통해 SharePoint,
Windows File Share 등에서 검색하여 보고 편집 및 공유
회사 소유의 기기이든 개인 소유의 기기이든(BYOD) 언제
어디서나 문서에서 협동 작업 가능
브라우저용 IBM MaaS360 Gateway로, MaaS360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JIRA, 내부 wikis, 지식 기반,
전통적인ERP 시스템과 같은 인트라넷 사이트와 내부
애플리케이션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활용
앱용 IBM MaaS360 Gateway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앱
데이터베이스로 통하는 앱 안의 VPN 터널 사용 가능

•

•
•
•

민감한 회사 데이터 포함
•
•

•

시스템에 쉽게 통합
•
•
•
•

•

권한이 부여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회사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보장
게이트웨이와 기기 간의 완전한 암호화 통신
조직 내의 개별 기기 및 사용자 활성화 또는 차단
사업 파트너, 계약업체, 컨설턴트 등에게 선택된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만 노출

IT 환경에 하드웨어 추가 설치 불필요
장치 VPN 불필요(앱 수준에서의 “인스턴트” VPN)
네트워크 변경 불필요
LAN 외부의 기기 또는 서비스로부터 인바운드 TCP/IP
연결 불필요
방화벽 보안 구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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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암호화된 컨테이너에 보호
강력한 모바일 보안 및 DLP 통제를 위한 세분화된 정책
수립 및 실행
인증 의무화 및 권한 통제를 통해 외부인의 민감한 데이터
접근 방지
––  회사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모바일
장치에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
––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경우 기기와 비공개 데이터
완전 삭제 기능
––  MaaS360 암호화된 데이터를 읽지 않고도
게이트웨이와 기기 사이의 트래픽을 알려주며 지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공용 인터넷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탐지 및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
취약성 비유발
––  악성 앱이 LAN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VPN 사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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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트라넷 접속

MaaS360 Gateway 제품군은 SharePoint, Windows Files
Share, 인트라넷 사이트 및 앱 데이터베이스의 모바일
장치 접속을 완벽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동 중에도 기업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핵심 기능
•
•
•
•
•
•
•

모바일 장치에서 회사 자원에 안전하게 접속
SharePoint 및 Windows File Share의 컨텐츠 보기와 공유
인트라넷 사이트의 정보를 펼쳐보면서 검색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앱 안의 VPN 터널 활성화
FIPS 140-2 준수, AES 256 암호화 컨테이너 사용
인증 및 권한 통제 실행
복사/붙여넣기, 개인 앱에서 문서 열기, 인쇄 및 화면
캡처에 제한을 두는 등 DLP 통제 구성

IBM MaaS360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무료 30일
시험판을 시작하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ibm.com/maa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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