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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보안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실링팀은 최근 안드로이드용 React Native 프레임워크

기반의 네이티브

SEOUL, SOUTH KOREA, October 14,

2020 /EINPresswire.com/ -- 모바일 앱 보안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실링팀은 최근

안드로이드용 React Native 프레임워크 기반의 네이티브

앱 및 모바일 하이브리드 앱을 위한 포괄적인 인앱 보호를

지원하는 최신 릴리스 v.1.0.0.0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식 발표된 최신 버전은 모바일 하이브리드 앱을 위한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각종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불법 코드 변조

공격으로부터 자바스크립트 및 네이티브 코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서비스 브랜드 손상, 재정적 손실, IP 도용 및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방지하도록 포괄적이고 빈틈없이 설계되었으며 어떠한 코딩 없이도 업계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React Native 프레임워크는 페이스북에서 유지 관리하는 React JavaScript 라이브러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작업을 좀 더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앱을 마켓 플레이스에 신속하게 출시하려는 많은 회사는 하이브리드 앱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앱

개발에도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보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접근은 해킹 시도에 대해서 무방비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앱실링팀의 하이브리드 앱실링의 신규 버전 출시는 해커와의 보안 게임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앱실링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잉카엔트웍스의 안성민 대표는 “해커들은 기업들이 자사앱의 빠른 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러한 환경이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보안 허점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실링은 React Native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이점 때문에 이를 선택한

하이브리드 앱 개발자에게도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앱실링은 잘 알려져 있거나 새롭게 나타난 해킹 시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자가 보호(RASP)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앱실링

대시 보드를 사용하여 웹 관리자는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RASP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 사용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앱을

완전히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앱실링 사업본부장인 홍진선 이사는 “앱실링은 그간 강력한 암호화와 자체 개발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네이티브 코드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패킷 공격툴 차단

및 손상된 환경에 대한 감지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앱실링을 통하여 React Native 프레임워크 기반의 하이브리드 앱에도 자바스크립트

코드 보안을 비롯한 기존의 동일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 개발자는 RASP 기능을 사용하여 런타임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으며, 코드 디컴파일 시도나 메모리 덤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액세스하려는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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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앱은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기반 프레임워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용이성을 바탕으로 한 React

Native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더욱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자는 디바이스와 브라우저에서 일관된 U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앱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개발 방법은 제공되는 풍부한 기능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이

저렴하여, 앱 경량화를 추구하는 지금의 현실과 부합하여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들은 앱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개발 용이성과 보안은 항상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발자는 하이브리드 앱실링을

통하여 네이티브 앱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호 기능을 하이브리드 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코드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앱실링(AppSealing)이란?

앱실링은 모바일 앱 보안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 중심 세계에서 보안 때문에 개발 속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앱실링은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자가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어떠한 코딩없이" 빠른 시간에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위한 확장 가능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력한 보안 제품군은 소스 코드 보호,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지, 무결성 보호, 치트 도구 및 에뮬레이터 감지/차단과 같은 심층적인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보장합니다. 800개 이상의 모바일 앱과 8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보호하여 전 세계적으로 7천만 개 이상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핀테크, 영화, 이커머스, 의료 및 O2O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소중한 고객분들이 앱실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ppsealing.com/kr/하이브리드-앱-보안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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