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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랫폼 모바일 전략의 핵심, ‘MDM’ 솔루션* 

□ 점차 분산화되고 모바일화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지원은 기업과 IT 관리자들에게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을 지원하는 MDM 솔루션의 수용이 

효과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이 멀티플랫폼 모바일 전략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상

황에 이름 

- IT 인프라와 운영 전문가들은 점차 분산화되고 모바일화되는 근무환경을 지원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과제가 뒤따름 

- 하나는 모바일 지원 요구가 종종 현재의 조달 및 지원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들과 기기가 점점 더 ‘소비시장 중심화

(Consumerization)’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 

- 업무에 개인소유 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의 확

산은 동일한 기기를 다량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종래의 정책과 배치되는 일 

-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직원들은 이제 윈도 CE 나 블랙베

리 OS 기기 대신 iOS와 안드로이드 OS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고 싶어 함 

-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업들이 강화된 모바일 근무환경을 수용함에 따라 IT 인프라와 

운영 전문가들은 진화하는 근무환경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전략을 재점

검하고 있는 상황 

○ 기업이 멀티플랫폼 모바일 전략을 수용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및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효과 때문 

- 포레스터 리서치가 1,051명의 모바일 기술 및 서비스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9%의 기업은 현재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 스마트폰 사용료에 대

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서비스팀(☎ 042-710-1771)과 ㈜크로센트 박종훈 수석 아키텍트(☎ 02-2078-

20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NIPA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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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필요한 기기를 구매하지 않고 개인 소유 기기를 허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이

익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직원들이 생산성을 올리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상의 업무 재능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미 절반가량의 기업이 멀티플랫폼 모바일 전략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은 MDM 솔루션

에 대한 필요성을 고조시킴 

-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은 기업 업무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 

- 북미의 경우 블랙베리 기기와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버(BES)의 조합은 기기관리 

및 보안과 관련한 최적의 표준으로 인정받아 왔음 

- 포레스터 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기업의 66%는 현재 블랙베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37%는 iOS 를, 24%는 안드로이드 OS 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들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은 소비자 시장에서의 압도적 성공을 바탕으로 기업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중 

- 향후 12개월 동안 기기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84%가 블랙베리 지원을 계

속할 것이라 답하였으나, 83%는 iOS, 77%는 안드로이드, 61%는 윈도폰7을 지원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기업 내에서 최소 4개 이상의 스마트폰 OS가 지원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 

○ MDM 솔루션은 기기 관리와 보안이라는 이중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IT 관리자들의 요구에 부응 

- 모바일 오피스 환경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하도

록 관리하는 것이 유선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 

- 동일한 유형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관리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넷북 등으로 기기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운영체제의 기기들을 수용하게 됨

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상황 

- 또한 개인 소유의 기기를 업무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업 내부망에 보안 및 

데이터 침해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욱이 휴대용 기기는 분실이나 도난의 가능

성이 높아 데이터 유출의 위험도 역시 상승할 우려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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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확대는 통신,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 데스크, 보안과 

위험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전통적으로 IT 내에서 상호 구분되던 많은 역할들이 

하나로 통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기기 관리와 모바일 보안은 전통적으로 분리된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통합, 운영

되지 않는다면 쉽게 데이터 보안 침해와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모바일 환경의 현재 상태에 대한 단일

한 제어판으로 기능하는 솔루션이 바로 MDM 

○ 이같은 이유로 기업들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핵심 기반으로 MDM 솔루션 및 클라

우드 MDM 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 포레스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1%의 기업이 이미 MDM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42%의 기업이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IT 관리자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非블랙베리 기기

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BES와 문제없이 공존하거나 

잠재적으로 BES를 대체할 수 있는 써드파티 MDM 솔루션을 탐색하는 상황 

- 기업이 MDM 을 구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하나는 솔루션 패키지를 근간으로 자

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로 호스팅 되는 솔루션을 이

용하거나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 최신 기기, OS,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에 완벽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IT 스태프 조직

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부 전문성이나 예산이 부족한 기업 

혹은 자체 솔루션 구축 관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한 기업들에게 클라우

드 서비스는 점차 매력적인 대안으로 등장 

- 그러나 대부분의 IT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기업 내부에서 사용자와 인프라를 직접 제

어할 수 있는 자체 솔루션 도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 수요의 증대만큼 MDM 솔루션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벤더들은 차별화

된 기능의 확장을 위해 경쟁 중 

- 2010 년만 해도 솔루션들에 대한 차별화는 대부분 지원하는 플랫폼 수가 몇 개냐에 

달려 있었지만, 1 년여가 지난 지금 벤더들은 실시간 리포팅, 상황에 따른 정책, 보안

과 애플리케이션 관리, 구축 아키텍처 등 새로운 기능 리스트에 따른 차별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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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적인 MDM 솔루션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핵심 모바일 기기 관리 기능, 모바일 

보안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차별화 기능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함 

○ MDM 의 핵심 기능에는 환경설정, 리포팅, 기술 지원 등이 포함 

-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IT 관리자들은 비즈니스 요구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직

원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부심 

- 이에 따라 MDM 벤더들은 비용을 낮추고 IT 지원을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전환시킴

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환경설정, 리포팅, 지원 기능을 한층 더 진화

시키고자 노력 중 

<표 1> MDM 기능에 속하는 세부 기능들 

세부기능 주요 역할 

OTA 
(Over The Air, 

무선)  
환경설정 

- 환경설정 관리 도구들은 관리와 기기 설정의 제어를 지원 
- 환경설정 도구를 통해 IT 관리자들은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서로 다른 보안, 애플리케

이션, 환경설정 정책을 명령할 수 있음  
- OTA 환경설정은 IT 관리자가 위치에 상관없이 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인텔리전스,  
트러블슈팅,  

지원 

- 스케줄링된 이벤트 기반의 액션, 실시간 모니터링, 로깅, 웹 리포트는 모두 서비스 관리자
가 모바일 환경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부 솔루션은 사용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IT 관리자가 이슈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 

실시간 인벤토리 
- 시스템 환경설정,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보안 환경설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MDM 정책 

엔진이 정책 준수와 관련한 이슈를 발견하고 실시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자동화는 경고 시간과 행동 사이의 기기 불일치 기간을 제거 

원격 제어 
- 헬프 데스크 요청사항 중 대부분 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무지에서 비롯됨 
- IT 관리자들은 사용자들이 현재 보고 있는 기기와 경험을 관리하기 위해 원격 제어를 사용

함으로써 트러블슈팅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셀프 서비스 포털 

- 직원들이 요청사항이 있을 때마다 셀프 서비스 포털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IT 관리자들은 
효과적으로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음  

- 포털에서 직원들은 모바일 정책과 비용 정책을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기를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음 

향상된 모니터링 
- 각 회사는 기기 일치성과 사용성을 모니터링하는데 고유한 환경과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음 
- 시스템 경고를 맞춤화 할 수 있는 기능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IT 관리자가 곧장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  

보고 템플릿 

- 새로운 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트렌드에 따라 IT 관리자들은 전혀 새로운 양식의 보고
서를 생성해야 함 

- 리포트 템플릿은 IT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부터 보안과 위험, 소싱과 벤더 관리에 이르기
까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가 관련된 영역에 대해 맞춤화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Forrester Research, 2012. 1., NIPA 재정리 

○ 모바일 보안 관리 기능에는 PIN 실행, 데이터 삭제, 탐지, 암호화 등이 포함 

- 더 많은 기기 유형과 모바일 플랫폼 지원이 가능해질수록 IT 관리자들에게 보안은 최

대의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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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같이 소비자 중심적인 기기 도입의 압력이 점차 거세짐

에 따라 보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 

-  MDM 벤더들은 본래적인 기기 관리 역량과 주요 보안 기술에 대한 IT 관리자의 요

구사항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2> 모바일 보안 관리 기능에 속하는 세부 기능들 

세부기능 주요 역할 

PIN 강제실행 
- PIN 및 무차별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는 암호와 같은 강력한 패스워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기기에 대한 원치 않는 접속을 막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조치 

선택적 데이터 
삭제 

- 개인적인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고, 단지 업무 관련 데이터만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BYOD 프
로그램을 고려하는 모든 기업의 요구사항 

탈옥/루팅 
탐지 

- iOS 기기의 탈옥과 안드로이드 기기의 루팅은 기기에 대한 관리를 우회하고 IT 제어를 회피하
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를 탐지하는 기능과 탈옥/루팅한 기기들이 네트워크와 기업 자산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암호화 

-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들은 데이터 암호화를 요구 
- iOS는 빌트인 암호화 기능을 디바이스와 파일 레벨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 모바일 보안 제품

은 iOS 상에서 보안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암호화에 대한 OS 레벨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보안 제

품은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야 함 

VPN 
- 기기를 특정 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자산에 연결시킬 때 중요한 것은 접속의 안정성 
- 기존 VPN 솔루션들과 통합되고, 인증기능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기능은 많은 IT 부서가 

MDM 벤더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데이터 누출  
방지(DLP) 

- 모바일 기기가 점차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조직들은 의도하지 않거나 
혹은 고의적인 데이터 누출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DLP는 데이터 보호 기능과 구별됨. 데이터 보호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속하
는 것을 막는 것인 반면, DLP는 허가받은 사용자가 부주의한 혹은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막는 것 

액티브싱크  
기기 제한 

- 많은 직원들이 IT 관리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액티브싱크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
하는 길을 찾고 있음  

- MDM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어떤 기기가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IT는 기업 정보
에 접속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확실한 파악을 제어를 할 수 있음 

<자료>: Forrester Research, 2012. 1., NIPA 재정리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에는 소프트웨어 유통, 화이트/블랙리스트, 앱스토어에 대한 

관리 등이 포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는 클라이언트 기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음 

- 직원들이 소비자 앱스토어를 원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 자체 개발한 앱스토어를 통해 

앱 제공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제어 권한을 갖고 싶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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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에 속하는 세부 기능들 

세부기능 주요 역할 

원격 소프트웨어 
유통과 업데이트 

- 많은 기업들은 인하우스로 개발한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앱을 유통,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은 직원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에 필수적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기능 

- 화이트리스트 앱 리스트를 설정함으로써 IT는 기기 상에서 인증받은 앱에 대한 접속을 제공 
- 블랙리스트 작성 기능은 원하지 않은 혹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앱에 대한 접속을 차단 

앱스토어 제한 
- 업무 환경의 생산성과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기업들은 소비자 앱스토어에 대한 접속 제한 

정책을 실행하며, IT 관리부서가 인증한 특정 앱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락 

엔터프라이즈  
등급 앱스토어 

- 기업들이 모바일 근무환경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확보함에 따라 IT 관리자들은 점차 엔터
프라이즈 등급 앱스토어의 필요성을 인지 

- 여전히 미숙한 기술이긴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용 앱스토어는 사용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모
든 모바일 도구에 접속할 수 있게 지원하며 IT가 동일한 제어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관리
하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줌  

- MDM 솔루션의 일부로서 엔터프라이즈 앱스토어는 정책 엔진, 리포팅, 접속 제어 기능의 
활용도 높일 수 있음 

<자료>: Forrester Research, 2012. 1., NIPA 재정리 

○ MDM 벤더들은 공통적인 기능 영역 외에 차별화 영역을 늘리기 위해 경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플랫폼 지원, 통합, 이용 가능성 등이 포함 

- 플랫폼 지원, 핵심 IT 서비스의 관리와 통합, 비용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여전히 MDM

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주변기기 지원과 같이 기능들이 차별화 요소로 

주목됨 

<표 4> 차별화 기능에 속하는 세부 기능들 

세부기능 주요 역할 

PC 플랫폼 지원 

- 종래의 데스크탑 PC 와 모바일 기기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클라이언트 관리 
배경을 가진 벤더들은 자신들의 솔루션에 MDM을 확장시키고 있음  

- 이러한 벤더들은 대시보드와 리포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기기 윈도
/맥/리눅스 기반 기기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조합한 것 

서비스 관리 통합 

- IT 관리자들은 IT 서비스를 일관된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IT 운영을 지속적으로 표준
화하고 있음 

- 앞으로 MDM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용 가능한 핵심 IT 자산 관리와 IT 서비스 관리
를 통합하는 것이 될 것임 

비용 관리 

- 많은 기업이 요금 추적과 기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제공하는 통신비용 관리(TEM) 
솔루션을 찾고 있음  

- 대부분의 MDM 솔루션들이 자체 사용량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일부는 TEM 
벤더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커버리지 

- 모바일 기기 관리 시장은 소규모 MDM 벤더들이 난립하여 있으며, 전세계 모든 지역
에서 이용 가능한 벤더는 소수임 

- MDM 솔루션 벤더의 대다수는 북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빠르게 유럽/중동/아
프리카(EMEA)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여 나가고 있음 

<자료>: Forrester Research, 2012. 1., NIPA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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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터 리서치는 MDM 벤더들의 각 기능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글로벌 벤더들의 

시장 포지셔닝을 분류 

- AirWAtch, BoxTone, MobileIron, Zenprise는 기능 혁신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고 있는 기업들 

-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로는 Good Technology, 마이크로소프트, 

RIM, 사이베이스 등이 있음 

- RIM 의 BES 는 대형 기업의 블랙베리 기기 관리를 위한 사실상의 표준이 되고 있으

며, 중소기업용 솔루션인 BES Express는 35개 이상의 정책 실행이 가능 

- RIM 은 2011년 5월 독일의 MDM 벤더인 ubitexx를 인수한 바 있으며, 최근 안드로

이드와 iOS 지원을 추가할 것이라 발표 

-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iOS, 팜OS, 심비안, 윈도 임베디드 CE, 윈도 모바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 Exchange ActiveSync(EAS)를 제공 중 

- Good Technology와 사이베이스는 전세계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고객

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이베이스의 Afaria와 Good Technology의 Good for Enterprise 

(GFE) 제품은 대부분의 플랫폼을 지원 

- 포레스터 리서치가 선정한 최상위 플레이어로는 Motorola Solutions, Odyssey 

Software, SOTI, Wavelink 등 

- 모토로라의 MSP 솔루션은 스마트폰과 함께 현금등록기, 스캐너, RFID 리더기, 프린

터, 사인 캡처 패드, 키오스크를 포함한 주변기기 관리 기능을 포함  

- 모토로라는 외부 충격에 잘 견디는 튼튼한 기기와 다수의 필드 서비스 직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어필 

- Odyssey Software 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SCCM)와 완전하게 통합되며, 대부분 기업의 기존 솔루션에 통합 MDM 기능을 제공

하는 것이 특징 

- SOTI 의 MobiControl 은 자산 관리를 위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MDM 기능에 포함하

여 제공 중 

- Wavelink 의 Avalanche Suite 은 지속적인 글로벌 확장을 통해 85 개국에 걸쳐 1 만 

2,000개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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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기반 MDM 서비스는 주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시스템 통합 업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업자들, 즉 AT&T, Bell Mobility, BT, Elias, Rogers Communications, 

Sprint, T-Mobile, Telefonica, TeliaSonera, Tlus, Verizon Wireless, Vodafone 등

은 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MDM 을 제공 

- 모바일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사용하는 솔루션은 종종 솔루션 벤더들로부터 공급받은 

화이트라벨 버전 제품 

- Dell, Getronics(현재는 KPN 의 일부), HP, IBM Global Business Services와 같은 

글로벌 인프라 아웃소싱 제공업체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다 광의의 인프라 관리 대

행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전개  

- Avema 와 Enterprise Mobile 과 같은 전문기업들은 MDM 을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

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도

록 컨설팅하는 비즈니스도 수행 

○ 기기 관리 업체들이 중심을 이루는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MDM 시장에서는 보안업체

들이 MDM 솔루션 벤더로 포지셔닝하는 양상 

- 국내 MDM 솔루션 개발은 해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며, 시장이 아직 형성되

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애플의 API 제공이 늦춰진 것이 가장 큰 이유 

- 애플은 무분별한 MDM 솔루션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제휴를 맺은 20 여개 파트너사에

게만 MDM API를 공급하였으나, iOS5 공개 이후 MDM API를 일반기업에 공개하기

로 결정하였으며, 2011 년 10 월부터 엔터프라이즈 개발자로 등록된 업체에 API 를 

제공 중 

- 이에 따라 iOS용 MDM API가 없어 안드로이드용 MDM 만 개발했던 국내 솔루션 벤

더들은 해외 벤더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해외 벤더들과 차별적 

경쟁 요소로 들고 나온 것이 보안 기능 

- 지란지교소프트, 인포섹, 루멘소프트, 이글루시큐리티,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 주요 보

안업체들은 최근 3~4개월 새 모두 MDM 솔루션을 출시 혹은 업데이트를 마침 

- 지란지교소프트는 기존 MDM 기능에 출입통제 기능을 접목하였으며, 출입통제 기능

이란 특정 구역에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카메라, 캡처)을 사용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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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 

- 인포섹은 보안관제, 보안컨설팅을 통해 집약된 모바일 보안 기술을 MDM 에 결합해서 

‘모바일 오피스용 통합 모바일 보안 솔루션’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 루멘소프트는 PKI(공개키기반구조), 가상 키패드, 모바일 백신 등 모바일 보안 관련 

솔루션을 MDM 에 추가하는 전략을 선택 

- 안철수연구소는 단말전용 MDM 솔루션(안랩 V3 모바일 엔터프라이즈)과 타사의 

MDM 솔루션을 연동하는 모델을 구축 

○ 국내외를 통틀어 향후 MDM 솔루션과 서비스들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을 제

공할 것이나, 실행 속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 기업 환경에서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35%에 달하게 되면서 MDM 은 전세계 IT 관리

자들에게 머스트해브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음 

- IT 관리자들은 블랙베리, iOS,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을 모두 지원해야 할 것이며, 

MDM 벤더들 역시 더 넓은 사용자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원 플랫폼 수를 지속적으

로 늘려가는 추세 

- 모바일 앱의 이용 증가에 따라 향후 개발의 초점은 확장성 있는 앱의 제공과 보안에 

맞춰질 것이며, 엔터프라이즈용 앱스토어는 2012년 이후 모바일 앱 비즈니스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임 

○ MDM 시장은 벤더간 통합, 전략적 제휴, 솔루션의 화이트 라벨링이 심화되면서 더욱 성

숙기로 접어들 전망 

- 최근 MDM 시장에서 벌어진 주요 이벤트로는 노키아가 Intellisync 를 인수했다가 결

국 분리한 것, 모토로라가 Good Technology 를 인수한 다음 Visto 에 매각한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HP의 Bitfone 인수, Tangoe의 InterNoded 인수, Good Technology의 CloudSync 

인수, SAP 의 사이베이스 인수, McAfee 의 Trust Digital 인수, RIM 의 ubitexx 인수 

등도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제품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이나 MDM 을 자신들의 사업 전략에 있어 

자연스러운 확장 영역으로 보고 있는 PC/클라이언트 벤더들에게 일부 소규모 벤더들

은 주요 인수 표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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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기와 PC 관리의 진정한 컨버전스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현실화되기

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주요 대기업의 IT 관리자들이 하나의 관리 화면을 통해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울트라북, 넷북을 포함한 모든 클라이언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려

면 최소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일부 MDM 솔루션들이 기술적으로 Win32 PC 를 지원하고, 일부 PC/클라이언트 관

리 솔루션이 윈도 모바일과 블랙베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깊은 제품간 컨버전스

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 

- 그러나 인수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IT 관리 내에서 역할의 컨버전스는 더 많은 기업

이 모바일과 PC 관리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 

- 모바일과 PC 중 어느 영역의 벤더들이 컨버전스의 주도권을 획득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PC/클라이언트 관리 벤더들은 관리 역량 측면에서, 모바일 관리 벤더

들은 컴퓨팅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 강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