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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MOBILE THREAT PREVENTION
특장점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탐지하고 차단

• 조직의 네트워크에 적합한 iOS 또는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서 중대한 비즈니스 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근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모바일 장치에서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기업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
•

•

•
•

•

Android 모바일 장치 설치
모바일 장치안에 있는 민감한 정보를
사이버 스파이로부터 보호
기존의 모빌리티와 보안 인프라(MDM,
MAM, NAC, SIEM 등)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기능을 통해 최신
모바일 위협에 대한 가시성 및 보호 기능
개선
Microsoft Exchange와 컨테이너/랩퍼
(container/wrapper) 솔루션의 보안 수단
증가
여러 플래폼에 걸친 APT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
허가된 사용자들은 관리되지 않는
장치에서 기업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도록 지원
조직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보호 기능을 추가하는 동시에
사용자 경험과 프라이버시 보호

iOS와 Android 장치의 모바일 보안에 대한 혁신적 접근방식인 Check Point 모바일
위협 방어(Mobile Threat Prevention)는 모바일 위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를 탐지하고
중단시킵니다. 데이터가 장치에 머물러 있거나 클라우드를 통해 이동 중이거나, 모바일
위협 방어(Mobile Threat Prevention)는 데이터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취약점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기업을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모바일 보안
오직 Check Point만이 OS,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고 iOS와 Android를 위한 업계 최고의 위협 탐지율을 제공하는 완전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위협 방어(Mobile Threat Prevention)는 악성 앱 탐지
기능을 통해 위협 에뮬레이션, 진보된 정적 코드 분석, 앱 평판 및 머신 학습을
적용하여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찾습니다. 또한 보호되지 않은 Wi-Fi®
네트워크 액세스와 중간자 공격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고 위협이 탐지되었을 때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중지시킵니다.
공격면을 줄이기 위해 공격, 취약성, 구성 변경 및 진보된 루팅과 탈옥을 탐지하여
디바이스의 OS수준에서 실시간 위험 평가를 사용하며, 동적인 위협 대응을 통해
손상된 장치가 조직의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것을 예방하고, 조직이 장치에서의 위협
완화 및 제거를 위해 고유의 한계점을 기반으로 적응 정책 제어를 설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진보된 어플리케이션 분석
민감한 기업 자산에 액세스하는 직원을 신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어플리케이션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Check Point의 솔루션은 앱이 장치에 다운로드 되면 이 앱이
승인되거나 악성으로 플래그 표시되기 전에 캡처하여 가상의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실행시키고 행위를 분석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생성하기 쉬운 Check Point의 분석
보고서는 보안팀이 직원이 사용하는 앱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을 돕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공격
공공 장소는 개방형 Wi-Fi 네트워크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가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로채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메시지, 파일, 네트워크 기밀정보와 같은
중요 데이터를 조정합니다. Check Point의 솔루션은 악성 네트워크의 행위와 상태를
탐지하고 의심스러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비활성화시켜 장치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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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취약성 평가
사이버 범죄자는 디바이스 보안의 약한 고리를 먼저 발견하려고 하며, 이러한 약한 고리에는 다른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지 못하는
운영 체제와 앱의 약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heck Point의 솔루션은 사이버 범죄자가 장치를 공격하고 정보를 훔치기 위해
이용하는 취약성과 행위를 알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치를 분석합니다. 또한 모바일 장치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하면 전체적인 공격면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모바일 위협 가시성과 인텔리전스
모바일 위협 방어의 클라우드 기반 대시보드는 지원되는 장치의 관리와 모바일 위협 제어를 빠르고 간편하게 합니다. 이는 보안팀과
모빌리티팀에게 비즈니스 또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바일 위협의 수량과 유형에 대한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인텔리전스와 기존 시스템의 통합
모바일 위협 방어의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 스트림은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과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자동으로 Check Point SmartEven에서 분석해줍니다. 이 정보는 사이버 공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일체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면서 Check Point의 위협 클라우드에서 공유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또한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SIEM) 플랫폼과 같은 기존의 기업
시스템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로그와 다른 훼손 지표가 포함되며, 이는 보안팀이 위험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응 조치를 트리거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모바일 보안 배포
보안팀과 모빌리티팀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MDM 또는 EMM 솔루션과의 통합 및 협력을 통해 모바일 장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바일 위협 방어(Mobile Threat Prevention)가 고안되었습니다. 모바일 위협 방어는
솔루션의 확장성을 크게 개선하며, 광범위한 보안 인프라 내에서 모바일 보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운영 및 배포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간편하게 진보된 모바일 보안 배포
지원하는 장치가 300개이건 30만 개이건 관계 없이 Check Point의 솔루션은 기존
MDM을 통해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신속하고 전체적
기존의 MDM과 함께 확장할 수 있으며 등록한 모바일 장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도 모바일 장치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계층을

MDM과 쉽고 빠르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 비용이 감소합니다. Check Point의 솔루션은
기능들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서 직접 위협 완화 및 제거
위협이 식별되면 Check Point 솔루션은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자동으로 위험을 완화시킵니다. 장치에서 즉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고 악성 앱 삭제 또는 즉각적으로 네트워크 분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존 MDM과의 통합은 보안 컨테이너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손상된 장치에서의 실시간 위험 기반 정책 조정을
수행하도록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이는 MDM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또한 Check Point 솔루션은 사용자 연결
상태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트래픽을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멀리 유지하고 데이터 유출을 피하기 위해 요구사항에 맞는 VPN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프라이버시 존중 및 장치 성능
최종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heck Point는 절대로 파일, 브라우저 이력, 또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Check Point의 솔루션은 장치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 체제, 앱, 네트워크의 상태 및 콘텍스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며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보존하고 보안 인텔리전스 정보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Check Point는
장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수행하며 보호 기능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할 필요 없이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heckpoint.com/mobilesecurity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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