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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은 보안 업계의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방법

모바일은 절도범들의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Arxan Technologies에 따르면 2014년에는 1,380억 개의
모바일 앱이 다운로드되었으며, 이 수치는 2017년까지 약 두
배로 증가하여 2,68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모바일이 성장하는 만큼 위협도 커집니다
서론
이동성은 지속적인 스마트 장치의 증식, 폭발적으로
개발되는 모바일 앱, 그리고 작업 파일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와 함께 전례 없는 속도로 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BYOD（회사 업무에 직원 개인의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침）를 위한 정책
채택과 심지어 업무 관련 활동에 개인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음으로써 조직으로부터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더 큰 생산성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스마트 장치와 앱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바일 이동의 최초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나, 기업이야말로
이러한 가속적 추세로부터 확실한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직장 내 BYOD 경향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에서는 각자의 전체 노동력을 동원하도록 지원하여 조달
및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artner는 2017
년에 고용주들의 절반이 BYOD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3

그러나 조직은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업 등급의
보안성을 배치하여 급증하는 이동성을 따라 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해커, 절도범들은 모바일 엔드포인트에서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민감한 업무 데이터를 손에 넣을
기회만 포착하고 있습니다. IT와 보안 업계 리더에게는
이러한 모바일 위협을 사전에 감지, 분석 및 개선하기 위한
최신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은 직원들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작업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데이터, 이메일 및 컨텐츠에
대한 막힘 없는 접근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증진 효과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모든 업무
과정에서 모바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기업 내 이동성 발달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앱이 공격할 때
그러나 해커와 절도범들은 기업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중요 이점을 탈선시키는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 감염은 2013년에 20%였던 것에 비해 2014년에
2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약 1,600만 개의 장치가 언제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됩니다.4

약 1,600만 개의 장치가 언제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업 내 모바일 급증
이동성의 성장과 관련된 수치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휴대폰의 수（73억）가 지구상의 인구 수（70억）
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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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Ponemon Institute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7, 일반
앱 스토어에서 사용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조직의 앱조차도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 중 82%는 직장 내
모바일 앱이 보안 위험 정도를 매우 많이（50%） 또는 많이
（32%） 증가시킨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앱
헤비 유저”（66%）였으며, 절반 이상（55%）은 본인의
조직에서 직장 내 모바일 앱의 허용 가능한 사용을 정의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은 특정 운영
체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장치를
공격하도록 특수 설계된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응답자 중 단 30%만이 조직 내 기업 앱 스토어를 배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다수 응답자（67%）는 앱
스토어가 있어도 직원들이 다른 출처를 통해 검열되지 않은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직 중
55%는 직원들이 각자 개인 장치에 기업 앱 스토어로부터
업무용 앱을 다운로드 및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위반의 영향은 회사 브랜드에 대한 손상뿐 아니라
잠재적 재정적 손실을 동반하여 상당한 비용을 유발합니다.
Ponemon Institute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단일 위반
비용은 $350만이며, 이는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5

현재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상태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은 특정 운영 체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장치를 공격하도록 특수 설계된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악성 프로그램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그림 1: 해킹 당한 최다 구매 Android 및 iOS 앱
•

악성 모바일 앱으로 인해 손상된 장치는 모든 기업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위험원으로 작용합니다.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믿을 수 없는
출처로부터 위험한 앱을 설치할 때 모바일 장치는 악성
프로그램에 취약해진다고 Arxan Technologies는 설명합니다.
최다 구매율을 기록한 Android 및 iOS 앱 가운데 각각 97%와
87%는 해킹 당한 후 타사 앱 스토어에 게시되었습니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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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해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장치 데이터 절도범 및 스파이
트로이목마 –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치 또는 앱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자동 트랜잭션을 수행하거나, 통신을
시작하는 악성 프로그램
탈옥 또는 루팅 악성 프로그램 – 해커에게 특정 장치 관리
권한 및 파일 액세스를 제공

모바일은 절도범들의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Android의 끝없는 걱정거리

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위협이 모바일 엔드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자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바일 장치는 민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 중 하나입니다. 기업 백엔드 시스템은
방화벽, 침입 예방 시스템 및 바이러스 차단 게이트웨이로
적절히 보호를 받고 있지만, 기업과 개인 장치 모두에 동일한
수준의 보호 기능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장치
（BYOD）는 특히 경계 범위 외 대상이며 조직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취약합니다.

IDC에 따르면 Android는 2014년에 81.2%의 점유율과
배송된 장치 수가 십억 개를 넘으며 모바일 장치 시장을
지배했습니다.8 Android는 현재 소비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기업 내 사용률은 아무리 낙관해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Android의 플랫폼 및 앱 성장 시스템이
갖는 근본적인 설계와 개방성을
살펴보면 Android가 오늘날 모바일
업계에서 왜 가장 악성 프로그램에
취약한 대상 중 하나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해커가 엔드포인트를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를
사회공학화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신상 정보（PII）와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커는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고 인증된 세션을
이용함으로써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기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계 보호
방화벽
침입 방지 시스템
바이러스 차단 게이트웨이
암호화

모바일 보호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직원/고객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사이버 범죄

그림 2: 민감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링크를 공격하는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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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의 플랫폼 및 앱 성장 시스템이 갖는 근본적인 설계와
개방성을 살펴보면 Android가 오늘날 모바일 업계에서 왜
가장 악성 프로그램에 취약한 대상 중 하나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Android가 해커 및 절도범에게 가장 쉬운
표적이 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최다 구매율을 기록한
Android 앱 가운데 97%는 이미 해킹을 당했으며, 타사 앱
스토어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직원 또는 그들의 자녀가 기업 또는 개인용 Android
장치상에서 이런 비공식 출처를 통해 최신 프리미엄 게임
앱을 무료로 설치한다면 그 장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사용자 교육을 도입할 수 있으나,
Android 장치는 자동 보호 계층이 없어 취약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앱은 타사 앱 스토어 및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Google Play Store는 Apple이 iOS 앱을 iTunes에 게시하기
전에 검열 및 승인하는 것처럼 각 앱을 강력하게 검열하고
승인하지 않습니다.
Android 앱에 서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앱은 보통 자체 서명되어 있으며 앱
개발자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Android 앱을
해킹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주입하여 재서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합니다.

Android 악성 프로그램의 예로는 SVPENG라고 불리는 은행
해킹 트로이목마가 있는데, 이 악성 프로그램은 러시아와
유럽의 금융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VPENG는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이 상당 수준 진보되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오버레이
어택이라는 일반 PC 악성 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속임으로써 모바일
뱅킹 앱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장치상의 악성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격 과정에서
사용자가 은행의 모바일 앱을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모바일 뱅킹 앱 세션의 시작을 확인하면, 앱 위에
은행 앱의 외양과 분위기를 모방한 화면을 띄우는데
（“오버레이”）, 실제로 이 화면은 가짜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한
페이지를 실제 은행 페이지로 착각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은행
인증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지속적으로 PC와 다른
모바일 OS 플랫폼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내고
있습니다.

Google은 Google Play Store에서 악성 프로그램 앱을
근절하기 위한 보안 기준을 이행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스토어에 올라오는 앱에 대해 스캔이 이루어지고, 각 앱을
실행해 악성 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및 트로이목마를
감지하고 제거합니다. Google은 새로운 종류의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할 경우에 시스템에서 모든 Google Play
내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의심스러운 파일을
스토어에서 제거합니다. 또한 Google은 회사 약관 및 컨텐츠
정책을 위반하는 개발자 앱 및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오버레이 공격은 민감한 기업 데이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의도치 않게 본인의 업무용 인증서를
입력하면, 절도범에게 필요한 기업 시스템 인증을 제공하고
결국 데이터는 엉망이 됩니다.
최근 IBM X-Force® Application Security Research Team
에서는 Android용 Dropbox SDK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모바일 장치상의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무단으로 제어 가능한 Dropbox 계정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9 DroppedIn이라고 불리는
이 취약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 장치에 설치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웹사이트에서 원격으로 반자동 제어 기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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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Dropbox SDK 버전 1.5.4부터 1.6.1까지 이용하는
Android 앱의 인증 메커니즘에서 심각한 결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IBM Security Team이 Dropbox 측에
문제를 제기한 후 단 4일 만에 Android v1.6.2용 Dropbox
SDK가 해결되었습니다. DroppedIn 악용 방식의 개요는
SecurityIntelligence.com의 블로그 포스트（각주 9 참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비자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Apple은 이후 기업
시장의 잠재성을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장치
관리（MDM） 솔루션 제공업체의 도움을 통해 IT 리더들이
장치, 앱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어 기능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Apple은 Android의 개방형 앱 아키텍처 및 성장 시스템과
달리 더욱 폐쇄적인 장치 및 앱 환경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공식 iOS 앱은 iOS 장치가 탈옥하지 않은 한 iTunes App
Store에서만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iTunes에
업로드되는 앱은 공식적으로 앱을 게시하기 전에 Apple에서
엄격한 검열 과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iOS 앱에 서명하려면
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커가 DroppedIn 악용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Android 장치상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지속적으로 PC와 다른 모바일
OS 플랫폼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내고 있습니다.
Android는 계속해서 기업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겠지만, Google과 장치 제조업체들의 최신 보안
강화 및 선도적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리（EMM）
솔루션 제공업체들의 지지에 기반하여 기업 및 정부
기관에서 그 입지를 확장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소비자, 즉
여러분의 직원들이 Android 장치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조직에서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보안 및 보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iPhone과 iPad는 이러한 모든 이유 덕분에 수년간 기업, 정부
및 교육 기관으로부터 대중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충분한 보안 조치 조차도 사이버 범죄자들이
iOS 장치의 해킹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WireLurker 및 Masque 공격이라고 불리는 신종 악성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해커들이 iPhone과 iPad를 새롭게
감염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iOS는 취약하지 않습니다

WireLurker는 Mac OS 및 iOS 장치를 모두 겨냥한 새로운
등급의 악성 프로그램입니다.10 WireLurker만의 고유한
특징은 탈옥하지 않은 iOS 장치도 감염된 Mac OS 장치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iOS 장치는 여러 가지 주요 이유로 인해 기업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2007년에 처음 iPhone이
출시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배포해 준 오래된
스마트폰 대신 iPhone을 업무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iOS
앱의 샌드박스형 아키텍처와 동작 방식은 플랫폼 내 설계를
통해 보안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러한 보안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우회하지 않는 한 해커는 전체 장치와
모든 앱을 감염시키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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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 공격이 사용자의 인증 앱을 대체하고 정보를
탈취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WireLurker가 장치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용자가 흔히 비공식 타사 앱 스토어에서 악성 프로그램에
사
감염된 OS X 앱을 본인의 Mac OS 장치에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그 후 사용자가 감염된 앱을 열고 루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때 Mac OS 장치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OS X 앱이 실행되면 이 앱이 여러
iOS 앱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컴퓨터를 신뢰하는 iOS
장치가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감염된 Mac OS 장치를 신뢰하는 iOS 장치가 연결되면
악성 프로그램 앱이 악성 iOS 앱을 iPhone 또는 iPad에
로드합니다.
iOS 앱은 그 자체적으로 기업 서명 앱이므로, 사이버
범죄자들이 조직의 계정을 훼손하거나 Apple로부터
본인의 iOS 앱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프로비저닝 프로파일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iOS 장치는
해당 앱을 신뢰하게 됩니다.

•

•

•

•

 용자가 아무 웹사이트에서든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및
사
설치하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 앱은 기업 인증으로
서명되어 있으며 “New Angry Bird”와 같은 라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악성 앱이 뱅킹 앱 또는 이메일 앱과 같이 동일한 번들
식별자를 갖는 합법적인 앱을 대체합니다.
공격자는 기존 앱의 로그인 인터페이스를 모방하여
사용자의 인증서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은 로컬 데이터 캐시를 사용하여 이메일 앱의
최신 이메일 등과 같은 대체된 기능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가 로그인 증명서를 획득하고 데이터를 로컬
방식으로 캐싱하면 사용자의 증명서 데이터와 금융 정보가
공격 및 데이터 손실에 취약해집니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리를 충족하는 악성
프로그램 보호

의심스럽지 않은 사용자의 비탈옥화 iOS 장치에 악성 iOS
앱이 업로드되면, 이 앱들이 정보를 훔친 뒤 공격자 서버에
규칙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IBM® MaaS360® Mobile Threat Management
IBM은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과 탈옥 또는 루팅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이 손상된 장치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IBM Security Trusteer® 통합을 통한 새로운 EMM 보안
계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ireLurker보다 더 극악한 것은 아마도 최근
발견된 Masque 공격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일 것입니다.11
이 악성 프로그램은 감염된 Mac OS 장치에 연결하지 않고도
비탈옥한 iOS 장치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이
시작되면 기업/임시 프로비저닝으로 설치된 iOS 앱이 iTunes
App Store에서 승인된 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앱
모두 동일한 번들 식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독보적인 통합 및 시너지 방식은 범죄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업 및 개인 정보를 얻으려는 해커 및 절도범을 강력하게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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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악성
프로그램 서명이 있는 iOS 및 Android
앱을 감지하고 분석하십시오.

•
•

•

•

수천만 사용자가 사기 및 데이터 위반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Trusteer는 MaaS360에 위험
인식 및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감지 및 개선:
•

•

 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악성
지
프로그램 서명이 있는 iOS 및 Android 앱을 감지하고 분석
앱 예외 추가로 허용 가능 앱 사용량 조정

•

 밀한 정책 제어로 적합한 조치 실행
세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규정 준수 규칙 엔진으로 개선
자동화
악성 프로그램이 감지되었을 때 사용자 및 담당자에게 알림
My Alert Center에서 손상된 장치 보기 및 My Activity Feed
대시보드에서 감지 이벤트 보기
자동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앱 제거（일부 Android
장치의 경우, 예: Samsung SAFE）
액세스 차단, 장치에 대한 선택적 또는 완전 삭제
다음 사항과 같은 장치 위협 속성 수집 및 확인:
– 악성 프로그램 감지
– 미확인 SMS 리스너 또는 시작 패키지 등 의심스러운
시스템 구성 발견
– 비보안 Wi-Fi 핫스팟 연결
– 비마켓 앱 설치 허용
– 운영 체제 버전
악성 프로그램 감지 이벤트의 감사 기록 검토

그림 3: MaaS360과 Trusteer로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및 손상된 장치 감지, 분석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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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aaS360 구성 설정 중 일부

추가 탈옥 및 루팅 감지:
•
•

•

•

•
•

 상되거나 취약한 모바일 장치 감지
손
운영 체제에서 공격자에게 추가 권한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격을 돕는 탈옥한 iOS 및 루팅된 Android 장치로부터
보호
탈옥 및 루팅 장치 감지를 숨기는 은폐자 및 활성 은폐 기술
모색
빠르게 움직이는 해커를 대상으로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앱 업데이트 없이 무선 업데이트되는 감지 로직 적용
보안 정책 및 규정 준수 규칙 설정으로 개선 자동화
액세스 차단, 장치에 대한 선택적 또는 완전 삭제, 또는
장치제어 삭제

이 보안 계층은 소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장치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감지 상태 및 장치 비준수 상태를 보여 주는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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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탈옥 또는 루팅된 장치에 대한 준수 집행 조치 구성

Trusteer Mobile Risk Engine은 적응형 악성 프로그램 방지를
통해 최신 공격 행동을 더욱 빠르게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계층과 사이버 범죄 인텔리전스를 구현함으로써
악성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사기 행위를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듭니다. 이 엔진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악성 프로그램, 탈옥 및 루팅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치 및 앱 위험 요인에 기반하여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모바일 위험 평가를 수행합니다.

BYOD 및 기업 소유 장치 모두
안전하게 지원

BYOD의 부가적인 직원 혜택으로
개인 데이터 보호

주요 장점
MaaS360 Mobile Threat Management 솔루션의 장점은 기업
장치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안 계층은 소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장치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모바일 위협을
사전 대처식으로 관리

기업 및 개인 정보의 민감한 데이터
누출 위험 감소

조직은 조직 내 사용자를 교육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내 Android 사용 시 특히
BYOD를 이용하는 경우 더욱
쾌적한 환경 제공

모바일 보안 위험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 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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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육 및 보호

왜 MaaS360인가?

조직은 이 MaaS360 Mobile Threat Management 솔루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조직 내 사용자를 교육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BM은 MaaS360을 이용하여 고급 악성 프로그램 보호 기능과
업계 선도적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리 및 보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기업용과 개인용 모바일
장치 모두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 및 사용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다음과 같은 모바일 보안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

•

•

•

IBM MaaS360 정보

 플리케이션 보안 관련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제삼자
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것의 위험과 취약한 장치
허가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교육합니다.
BYOD 장치 보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리 기능을
적용하여 직원들이 각자의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조직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들이 허가된 앱 스토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
직원들이 Google Play, Apple App Store 및 여러분 조직의 앱
스토어（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허가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치 손상 시 빠른 대처: 장치 손상 또는 악성 프로그램 앱
발견 시 자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관련
자동화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러분 조직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문제를 개선합니다.

IBM MaaS360은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리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의 업무 방식과 관련된 생산성 및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MaaS360은 수천여 개의 조직들로부터 이동성
이니셔티브의 기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MaaS360은 어떤
모바일 배포 과정이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장치, 앱 및
컨텐츠 측면에서 모두 강력한 보안 제어를 가능케 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를 도와줍니다. IBM MaaS360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무료 30일 시험판을 시작하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ibm.com/maas360

IBM Security 정보
IBM의 보안 플랫폼은 조직에서 직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IBM은 ID 및 액세스 관리,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험 관리, 엔드포인트 관리, 차세대 침입 보호 등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IBM은 전 세계 가장 광범위한 보안
연구 개발 및 인도 성과를 자랑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ibm.com/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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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IBM 로고, ibm.com 및 X-Force는 전 세계 많은 관할지에 등록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의 상표입니다. BYOD360™, Cloud
Extender™, Control360®, E360®, Fiberlink®, MaaS360®, MaaS360® 및 장치,
MaaS360 PRO™, MCM360™, MDM360™, MI360®, Mobile Context
Management™, Mobile NAC®, Mobile360®, MaaS360 Productivity Suite™,
MaaS360® Secure Mobile Mail, MaaS360® Mobile Document Sync, MaaS360®
Mobile Document Editor 및 MaaS360® Content Suite, Simple. Secure. Mobility.®,
Trusted Workplace™, Visibility360® 및 We do IT in the Cloud.™ 와 장치들은
IBM Company인 Fiberlink Communications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그 밖의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IBM 또는 해당 회사의 상표입니다.
현재 IBM 상표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의 “저작권 및 상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m.com/legal/copytrade.shtml
Apple, iPhone, iPad, iPod touch 및 i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Trusteer Apex™, Trusteer Management Application™, Trusteer Pinpoint™, Trusteer
Pinpoint Account Takeover (ATO) Detection™, Trusteer Pinpoint Malware
Detection™, Trusteer Rapport Payment Card Protection Add-On™ 및 Trusteer
Rapport Torpedo Add-On™ 은 Trusteer 및 IBM Company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문서는 출판 시점에 유효한 문서로서, IBM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IBM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제안이 제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된 실적 데이터 및 고객 사례는 단순한 예시용입니다. 실제 실적
결과는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BM 제품 및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는 기타 제품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IBM 제품은 제공된 약정에 명시된 조항 및 조건에 따라
보증됩니다.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IBM은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으며, IBM이 고객에게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고객이
관련 법률 또는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IBM이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IBM의 향후 방향에 대한 언급은 통보 없이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으며, 단순히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는 용도입니다.
올바른 보안 관행 진술: IT 시스템 보안은 기업 내외에서의 부적절한 접속에
대한 예방, 탐지 및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및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부적절한 접속으로써 정보를 변개, 파괴 또는 악용하거나 다른 정보를 공격하는
등 시스템 손상 또는 시스템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IT 시스템 또는
제품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고려되지 않으며, 어떠한 단일 제품 또는 보안 조치도
부적절한 접속 방지에 완전히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IBM 시스템 및 제품은
포괄적인 보안 접근법의 일환으로 설계되었고, 추가 운영 절차에 필연적으로
관여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 기타 시스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IBM은 시스템 및 제품이 제3자의 악성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면역되어 있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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