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gnet Forensics 및 Grayshift의 특별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및 일본으로 서비스 확대 
Magnet Forensics 및 Grayshift가 새로운 아시아 국가에 GrayKey를 소개합니다. 

Herndon, VA & Atlanta, GA – 2020년 4월 14일 – 모바일, 클라우드 및 컴퓨터 수사를 위한 디지털 수사 
소프트웨어의 세계적인 리더 Magnet Forensics 및 업계 최고의 iOS 증거 수집 솔루션인 GrayKey의 
제조사 Grayshift가 특별 기술 및 유통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Magnet Forensics 및 Grayshift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 이제 두 
국가의 포렌식 수사관들이 Magnet AXIOM과 함께 GrayKey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현재 iOS 기기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agnet Forensics의 창립자이자 CTO인 제드 살리바 씨는 “2019년 초 Grayshift와의 파트너십을 
소개한 이후 Magnet AXIOM 및 GrayKey의 포괄적인 iOS 조사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서 한국과 일본 고객분들께 두 회사  협력의 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Grayshift의 CEO인 데이비드 마일스 씨는“GrayKey를 한국과 일본에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고객분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잠금 
상태의 iOS 기기에서 포괄적인 증거를 당일 추출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GrayKey입니다.  Magnet 
Forensics와의 함께 의미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덕분에 전 세계의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Magnet AXIOM은 GrayKey의 추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최고의 분석 도구입니다. 
GrayKey를 Magnet Forensics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 출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GrayKey는 한국과 일본 수사 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및 일본에서 GrayKey 및 
Magnet AXIOM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Magnet Forensics 및 Grayshift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Magnet Forensics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Magnet Forensics 소개 

컴퓨터, 모바일 장치, 클라우드 등에서 증거를 수집, 분석 및 공유하는 디지털 조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글로벌 리더, Magnet Forensics입니다. 93개 국가의 4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Magnet Forensic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수사 기관이 범죄와 싸우고 자산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magnetforensics.com)를 방문하거나 PR@magnetforensics.com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 트위터: @MagnetForensics 및 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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