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3 Mobile Plus는 정보 유출, 기기 파괴, 불법 과금 등을 유발하는 스마트폰 악성코드의 실시간 탐지는 물론 금

융 및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과의 간편한 연동으로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내 보안 브랜드 1위 안랩의 20년간 축적된 안티 멀웨어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최초 모

바일 보안 솔루션 제공의 10년 노하우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모바일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특장점
간편한 애플리케이션 연동

•금융 및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과의 간편한 연동 

 (SDK)을 통해 안전한 모바일 환경 제공

•전자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실행 및 종료

모바일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실행 시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신/변종 악성코드 발견 시 즉각적인 업데이트 실시

•24시간 365일, 긴급대응팀(ASEC) 비상 체제 운영

금융감독원 보안 사고 대응 지침 준수

•안드로이드폰 루팅 검진 모듈 별도 지원

사용자 편의성 및 대 고객 이미지 향상

•데이터 네트워크, Wi-Fi 등 무선망으로 엔진 자동 업데이트

•20년간 축적된 안티 멀웨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모바일 환경 구축을 하여  

 경쟁력  강화 및 대 고객 이미지 향상에 기여

모바일 쇼핑모바일 금융 거래

안전한 모바일 거래 환경

악성코드 앱 위•변조

개인정보 탈취 결제 도용

V3 Mobile Plus는 애플리케이션 동작 시 실행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트랜잭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스마트폰 뱅킹, 금융 거래를 위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 

제품 개요



동작 방식 V3 Mobile Plus는 금융 및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금융 거래•온라인 쇼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하는 기기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scan) 및 탐지합니다. 앱 실행 시점부터 종료 시

점 동안 연동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며 사용자의 기기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용 환경 구분 상세 내용

제공 형태 Google Play Store 및 ONE Store 통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설치 형태 APK / 모바일 웹 연동 별도 지원

업데이트 시작 시 자동 업데이트(데이터 네트워크, Wi-Fi)

검사 대상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웜, 트로이 목마 등 악성코드

검사 방식 실시간 검사

스캔 및 연동 실행 지원 Android 2.3.3 이상

부가 기능
루팅 검진 모듈, 단말 위협 정보 Android 4.1 이상

원격제어 탐지 Android 4.4 이상

별도 부가 기능 구분 상세 내용 지원 범위

AhnLab Mobile Root Checker Android 기기 루팅 여부 탐지  Android 2.3.3 이상

AhnLab Jail-Break Scanner iOS 기기 탈옥 여부 탐지 iOS 9.0 이상

AhnLab Mobile 원격제어 탐지 기기 원격 접속 및 제어하는 앱 설치/실행 여부 탐지 Android 4.4 이상

AhnLab Mobile 단말 위협 정보 위협 앱 및 전화번호 조작 탐지 정보 제공 Android 2.3.3 이상

 Transaction Application 실행 시 V3 Mobile Plus 실행 →   엔진 업데이트 →   Background Process Scanning 

→  Transaction Application 종료 시 V3 Mobile Plus 종료

Smart  Update
Process Scanning

V3 Mobile Plus

Smart Update
AhnLab 

Update Server

Mobile
Office

ShoppingBankin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우)13493

홈페이지: www.ahnlab.com

대표전화: 031-722-8000 팩스: 031-722-8901

© 2022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