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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의 단말을 활용해 업무 편의성, 유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업무용
장비의 구매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개념인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 IT 전문 매체 TMC넷(TMCnet)은 기업 모빌리티 트렌드를 촉진하는 BYOD에 주목하고, ’15년 주요 예상 트렌드 5
가지를 제시

IT 전문 매체 TMC넷(TMCnet), BYOD 관련 ’15년 주요 예상 트렌드 제시
▒ BYOD 는 개인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의 단말을 활용하여 업무의 편의성, 유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PC나 모바일 단말 등 기업이 관리하는 업무용 장비의 구매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개념
•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기업 모빌리티(Enterprise Mobility)’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단말을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형 단말 이용 행태가 꾸준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1)
▒ 이와 관련해 IT 전문 매체 TMC넷(TMCnet)은 기업 모빌리티 트렌드를 촉진시키는 BYOD에
주목하고 ’15년 주요 예상 트렌드를 제시

3,990만 대에서 연 평균 24.4% 증가해 ’17년에는 4억 1,64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2) 스마트폰(SmartPhone)과 태블릿 컴퓨터(Tablet Computer)의 합성어로 5인치 이상 7인치 미만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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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C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15년 13억 명에 달할 것이며, 기업 또는 업무용 스마트폰의 출고량은 ’12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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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블릿(Phablet)2) 단말이 BYOD 단말로 강세를 보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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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스마트폰보다 큰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을 잠식해 왔던

• 패블릿 단말의 영향력은 이미 1~2년 전부터 발휘되어 왔으나, 최근 아이폰 6 플러스(iPhone 6

단신 브리핑

Plus)가 출시되면서 전에 없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15년에는 BYOD 단말로서 태블릿 PC의 수요가 감소하고 휴대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패블릿 단말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 BYOD 의 핵심이 되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솔루션과 MAM(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및 MIM(Mobile Information Management) 도구3) 가 통합적
서비스 형태로 등장
• 기존의 BYOD 보안 솔루션 개발사들 사이에서는 MDM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로서 MAM
이나 MIM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4)
• 그러나 기업 모빌리티 솔루션은 단말 및 앱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MDM, MAM,

MIM 등은 개별적인 도구가 아닌 EMM(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이라는 통합
서비스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
▒ BYOD의 확산으로 기업용 모바일 앱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앱 보안이
최대 중점 사안으로 대두
•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대량의 기업 내 정보를 다루는 CRM, ERP 계열의
기업용 앱을 활발히 활용
• 이에 따라 철저히 기업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MDM 및 MAM가 등장하는 것은
물론, 앱 랩핑(App Wrapping)5) 과 같이 모바일 단말기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데이터 영역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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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기 위한 기술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

3) MDM, MAM, MIM 등은 BYOD 트렌드의 확산에 따른 기업 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단말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도구로
MDM은 개인이 소유한 단말을 기업이 중앙에서 관리 및 제어하는 솔루션이며, MAM 및 MIM은 모바일 단말에 설치된 앱과 각종
정보를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도구

4) 기업이 개인 소유의 단말 내 개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등 사생활침해가 MDM의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말 내 앱 및 정보를 개인 영역과 업무 영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MAM, MIM이 등장
5) 기업용 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개인용 앱이나 단말로 복사 또는 붙여넣을 수 없도록 제어함으로써 기업과 개인 정보 영역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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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BYOD 활용이 여러 산업에 걸쳐 확산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 산업
부문 전용 BYOD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
• 헬스케어 업계의 경우, 의사들의 BYOD 이용을 지원하는 앱은 민감한 개인의료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의 보호를 위해 연방의료보험 통상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서 요구하는 책임 및 의무 준수가 필수
• 금융 기관이나 국방 및 보안 관련 조직의 경우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정보 유출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도 높은 보안 정책의 준수가 필요
• 이러한 산업들은 BYOD 보안 솔루션 벤더들의 새로운 틈새 시장(niche market)으로 부상
▒ 아울러 BYOD 보안을 둘러싼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바일 단말과 기업 정보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
• 멀티페르소나(Multi-Persona)나 가상모바일인프라(Virtual Mobile Infrastructure)와 같이
단말 내·외부에서 업무 데이터를 관리·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들이 BYOD 부문 기술
영역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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