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위협인텔리전스를

통해정보에입각한모바일

앱보안결정

Android 또는 iOS 앱이 출시된 후 보안 팀과 개발자는 코드의 가장

일반적인 공격 벡터와 취약한 부분을 늦어버릴 때 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시성이 없으면 해커는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노출하고, 코드 및 기타 지적 재산을 도용하고, 금전적 또는 명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hreatCast는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모바일 앱 보안 콘솔로 가시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ThreatCast를 사용하여 조직은 iXGuard 및 DexGuard로 보호되는 iOS 및 Android 앱에서 발생하는 위협

이벤트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ThreatCast는 앱이 게시 및 다운로드 후에도 보안에 대한 지속적

인 통찰력을 팀에 제공합니다.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을 통해 모바일 앱을 보호합니다.

실행 가능한 통찰력: 실시간으로 위협 감지: 보안을 개발 수명 주기에 통합:

위협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격에 즉시

대응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용자를 차

단합니다.

탐색하기 쉬운 대시보드와 사용자 지정

경고를 사용하여 위협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를 탐지합니다.

출시 속도를 희생하지 않고 개발 프로세

스 내에서 모바일 보안을 우선시하십시

오.

https://www.guardsquare.com/en/products/threatcast
http://www.guardsquare.com/en/products/threatcast
https://www.guardsquare.com/en/products/threatcast
https://www.guardsquare.com/en/products/ixguard
https://www.guardsquare.com/en/products/dexguard


ThreatCast를 통해 환경, 애플리케이션 및 코드 위협을 분석합니다.

환경 위협 애플리케이션 위협

이러한 일반적인 보안 위협은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을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표

적 공격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

어, DexGuard 또는 iXGuard로 보호된 애플리케이

션은 루트 디바이스 또는 탈옥 디바이스와 같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감

지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무결성과 관련이 있으며 애

플리케이션을 변조하고 해당 동작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탐지된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해 DexGuard 및 iXGuard RASP

기능이 자동으로 트리거됩니다.

코드 위협

이는 누군가가 앱의 내부 논리를 정적으로 또는 동

적으로 변경하고 의도한 동작을 수정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코드 위협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특

정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가장 분명하

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ThreatCast 데이터를 활용하여 앱 보안을 강화합니다.

기본 공격 벡터로부터 방어합니다. 릴리스 빈도를 조정하여 코드 보호를 강화합니다.

DexGuard 및 iXGuard를 사용하면 보안 모범 사

례를 구현할 수 있으며 ThreatCast를 사용하면

실제 위협을 기반으로 정확한 보안 프로토콜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DexGuard와 iXGuard의 적용된 코드 보호는 빌드마다

다르므로 공격자는 새로운 릴리스가 나올 때마다 처

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ThreatCast는 새 앱 버전을

손상시키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표시하므로 릴리

스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분석 및 실시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최적화합니다.

특정 위협 하위 범주가 탐지될 때 애플리케이션을 종

료할지, 사용 가능한 기능을 제한할지 또는 알림을 표

시할지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합

니다.

Guardsquare는 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오픈 소스 ProGuard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Guardsquare의 소프트웨어는 개발 주기 전

반에 걸쳐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앱 보안 테스트에서 코드 강화, 위협 환경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에 이르기까지 Guardsquare 솔루션은 개발 프로세스 초기부터 게시에 이르기까지

향상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제공합니다.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800명 이상의 고객이 Guardsquare를 사용하여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변조로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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