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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MaaS360 Secure
Mobile Mail
모바일 장치에서 기업 이메일 제어
기업 이메일에 대한 접속 보호 제공
주요 장점

IBM® MaaS360® Secure Mobile Mail은 이메일, 캘린더 및 연락처가
있는 보호 생산성 앱을 제공하여 동료와 안전하게 협업하는 동시에
개인 장치에 대한 모바일 경험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전하게 BYOD 지원

•

개인 및 기업 데이터 분리

•

민감한 데이터 누출 위험 감소

•

인증을 위해 하나의 사인온(sign-on) 사용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규정 준수 점검 가능

•

이메일 컨테이너, 엔터프라이즈 프로필 또
는 전체 장치 지우기

•

작업자를 지연시키지 않는 간편하고 직관
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금 승인된 인증과 권한 부여를 통해 승인된 유효 사용자만 민감한
이메일과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책으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면서 사용자별 공유를 제한하고, 첨부물의 전달, 복사 및
붙여넣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장치를
선별적으로 지워 보호 받는 컨테이너와 다른 모든 첨부물, 프로필
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MaaS360은 기밀 이메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음

이메일을 보호하는 올바른 접근법 선택

•

이메일 데이터와 인라인을 이루지 않아
성능 또는 중단 위험 없음

IBM® MaaS360® Productivity 제품군의 기반으로서 데이터 손실
위험성의 근본적인 우려사항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른 솔루션은 이메일 스트림을 가로채고, 첨부물을 제거하며,
이를 개별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러옴으로써 이메일을 보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문서 보기만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이메일 클라이언트
및 단독형 애플리케이션 간에 일관되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유발합니다.
MaaS360 Secure Mobile Mail은 MaaS360 Productivity 제품군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모든 이메일, 캘린더, 연락처, 앱, 문서 그리고 웹을
모바일 장치의 단일 분리 작업 공간에서 관리합니다.
사용자는 이메일 처리부터 문서 보기, 편집 및 공유까지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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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개인 정보 관리자(PIM) 앱
•
•
•
•
•

•

강력한 데이터 손실 방지

이메일, 캘린더 및 연락처 보호
인증 제공 및 무허가 이메일 액세스 차단
컨테이너의 이메일 및 첨부물 관리
앱에서 직접 첨부물 보기
암호화된 IBM® MaaS360® Content 제품군에서 컨텐츠를
보기만 할 뿐 아니라 생성, 편집, 저장 및 안전하게 공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텍스트, PDF 형식의 일반적 파일
유형으로 작업 가능

•
•
•
•
•
•

파일을 어디로 복사 또는 이동할지 제어
다른 앱으로 전달 및 이동 제한
복사, 붙여넣기 및 화면 캡쳐 비활성화
이메일 첨부물뿐만 아니라 이메일 텍스트도 보호
장치 규정준수 점검 집행
이메일 외부에서도 컨테이너 및 첨부물 선별적 삭제 가능

그림 1: 장치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컨테이너, 메일함 및 이메일 예시
그림 2: MaaS360 Secure Mobile Mail의 보안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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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와 쉽게 통합
•
•
•
•

•

•

기업 이메일 포함

기존 Exchange ActiveSync 인프라에 구축
Active Directory를 사용해 인증 및 권한 통제 간편화
Office 365 및 Gmail 등 클라우드 이메일 지원
이메일 데이터와 인라인을 이루지 않는 장치 수준의 강력한
이메일 보안 통합
MaaS360은 기밀 이메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음
추가 성능 또는 중단 위험 없음

	
이메일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필수 앱 중 하나이지만
조직의 모바일 보안과 규정 준수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aaS360 Secure Mobile Mail은 비즈니스 이메일과
첨부물을 보호하여 기업 데이터 누출을 막는 동시에
직원이 이동 중에도 계속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기능
•

•
•

•

•
•
•

•
•

그림 3: IT 시스템과의 MaaS360 통합에 대한 간단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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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보안 경보 및 보고
•
•
•
•

컨테이너에서 이메일(텍스트 및 첨부물 모두),
캘린더 및 연락처 보호
인증 지원 및 무허가 이메일 액세스 차단
이메일 접속 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규정준수 확인
실행
iOS 및 Android를 위한 FIPS 140-2 준수, AES-256
암호화 사용
앱에서 직접 첨부물 보기
파일을 어디로 복사 또는 이동할지 제어
전달, 다른 앱으로 이동, 복사, 붙여넣기, 화면 캡처
제한
이메일 외부에서도 첨부물 선별적 삭제 가능
MaaS360 Content 제품군에서 작동해 컨텐츠 보관,
보기, 편집 및 공유

자동화 규정준수 집행 조치 구성
규정 준수 위반 자동 알림 수신
자동화 또는 수동 개입을 통한 즉각적인 조치 수행
보안 및 규정준수 이력의 그래픽 보고서 보기

그림 4: MaaS360 보안 보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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