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ByFRONT 
Mobility Access Management Solution (MAM)? 

에어큐브 솔루션의 장점 

- 별도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단말 식별 (노트북, 스마트단말 등) 

- DHCP 서버 기능  

- DHCP Finger Printing  

- TCP Finger Printing 

인증+DHCP 동시지원(비용절감) 

- IP실명제 (이름, ID, MAC, IP, 접속시간 

실시간 통합관리) 

- 단말 IP정보 통합관리 (IP관리) 

- 고정 IP할당 및 중요 IP보호 

IP실명제 지원 

Mobility Access Management 
(네트워크 기반 접속제어)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단말,앱 관리) 

Total 모빌리티 액세스, 
애플리케이션 통합 매니지먼트 제공 

[유선 단말] 
 

접근제어 / 인증 

IP/MAC 실명제 

(Name, ID, IP, MAC,… 

[신규/Guest 단말] 
 

네트워크 사용 신청체계 

자동화 (OTP 제공) 

및 관리자 승인 체계 

인증 체계 
IP 관리 체계 
IP 실명 체계 
통합 운영관리 

인증/보안 강화 
사용자 편의성 중심 
단말 등록 자동화 

관리자만이 아닌  
개인별 보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여  

[무선/스마트 단말] 
 

인증/무선 암호화 

IP/MAC 실명제 

(Name, ID, IP, MAC,… 

무선단말 
 

무선인증/무선암호화 
IP관리(실명제) 

유선단말 
 

접근제어/인증 
IP관리(실명제) 

신규단말 
 

사용 신청체계 자동화 
관리자 승인 철차 

유무선통합인증 및 단말통합 체계 지원 

무선랜, 유선랜을 사용하는 단말에 대한 인증+단말 통합운영 체계 지원  

단말 IP관리 및 IP 실명 체계 지원 

Name, ID, MAC, IP, 단말분류(OS구분), 사용자정보(부서, 전화번호, Mail 등) 

신규단말 인가 자동화 체계 지원 

SMS문자 OTP 추가인증(2팩터인증)을 통한 단말 등록 자동화 

방문자 사용 시 간편 승인을 통한 단말 등록 자동화 

단말등록, 게스트 등록 자동화 

- 웹기반 인증체계 구현(Web Redirection) 

- 네트워크 사용을 신청하는 사용자 신청  

  페이지 제공 : 네트워크 신청 자동화 

- 신규 사용단말 등록을 위한 SMS 서버 연 

  동 지원 (2팩터인증) 

내부사용자 외부사용자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Device를 통제/관리하고 MDM, 

MAM, MCM등의 다양한 EMM 보안 확장이 가능한 모바일 통합 보안/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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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Compliance는 국가기관인 IT보안인증사무국에 정식 등재된 암호화 모듈을 기반으로 

MDM, 백신, 방화벽, 전자서명, 보안키패드 등 모바일 보안에 필요한 전반적인 솔루션 제공함으로 

모바일 보안 통합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보안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 

[ByFRONT 제품구성] 

1) 유무선 통합 인증/보안 솔루션 

   ▶ IEEE802.1x, IEEE802.11i 표준 체계 지원 

   ▶ User ID, IP, MAC 통합관리 체계 지원 

   ▶ 국정원 ELA-4등급 CC인증, GS인증 제품  

AirFRONT 
 

통합인증서버 

ByFRONT 
 

정책서버 
DHCP서버 

InFRONT 
 

웹인증 센서 

2) BYOD 정책 및 DHCP 서버  

   ▶ 유무선 단말 타입 체계 구분 지원 (PC, 스마트폰) 

   ▶ 유무선 단말 OS 체계 구분 지원 (OS버전) 

   ▶ 사용자 단말 IP할당, 고정IP, 중요IP 보호 체계 지원 

3) 웹인증 센서 

   ▶ WEB 기반 인증 체계 지원 

   ▶ 비허가 단말 MAC, IP탐지 및 차단 체계 지원 

   ▶ 신규단말 자동 MAC 수집 및 IP수집 체계 지원 

GS인증 제품 
(AirFRONT) 

CC인증 제품 
(AirFRONT) 

ByFRONT’s Benefits 

다양한 OS의 단말 증가 
(Windows, Android, iOS, 

Mac) 

복잡, 다양한 단말 증가 
(유선PC, 노트북, 스마트

폰, 스마트패드등) 

다양한 단말을 통한 보안
위협 증가 

모든 단말의 IP 실명제 관
리 필요 

(Name, ID, MAC, IP, 접
속시간, 승인자 등)  

자동화된 단말 자동 등록
쳬계 필요 

강력한 추가인증 체계 구
현필요 

Agentless 기반의 관리체
계 구현필요 

사내 방문자, Guest의 사
내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개인별 승인 권한 및 보안 

책임 부여 필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보안(EMM) 솔루션의 확장 제공 (3rd pa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