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c
등급별 암호화 체계와 편리한 정책 관리를 지원하는 강력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큐어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EMM)

소프트웨어디바이스 서비스

유지보수 및 지원

통합 및 설치

앱 개발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공공 모바일 보안의              
추세와 개요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공기관을 위한 삼성의 
시큐어 모빌리티 스위트는 
차세대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관리자가 
중앙에서 접속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공통평가기준(CC)을 
충족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모든 영역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일괄적인 
디바이스 관리가 가능해지며 
데이터 보안도 강화됩니다. 

목표 산업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Pain points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벤더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승인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IT 산업의 보안 표준 

강화로 사용자 경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엔드 유저가 

박스 계정처럼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 기관의 

예산이 빠듯하게 편성된 경우도 많습니다. 

Discovery questions

보안 환경에서 US NIAP CC, FIPS 140-2, MDM PP1.1 또는 TLS 

1.2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디바이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찾고 계시나요? 솔루션 및 하드웨어 

공급업체가 디바이스의 기술 지원, 유지보수, 운영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나요? 

공공 고객을 위한 Samsung Secure Mobility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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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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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

주요 기능

디바이스 관리

데이터 관리

직원간의 모바일 디바이스   
연결 기능

애플리케이션 관리

Value proposition

세계 최초로 CC 인증을 받은 EMM 솔루션으로 데이터 손실과 

보안 위협은 최소화 하고 강력하고 인증된 보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기업용 데이터와 개인용 데이터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컨테이너 

방식 도입으로 BYOD 환경에서 모든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업무 생산성은 향상시키십시오. 기업은 인프라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삼성SDS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삼성SDS는 삼성 그룹 전체에서 프로세스 및 IT 혁신을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사이며, 운영 효율성을 통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보안, 분석 및 모바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조, 공공, 금융 서비스, 리테일 
및 기타 산업 분야의 고객이 생산성을 높이고 자산을 보호하고 
보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여, 초고속으로 연결된 
에코시스템하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