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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Zone Advanced Business Security
GravityZone Advanced Business Security는 하나의 라이센스로 PC, Mac 등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이메일 및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기업용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During one year of the toughest testing in the industry, Bitdefender Endpoint Security
consistently outperformed all competition with an exceptional combination of efficiency and

safety for corporate users”

Andreas Marx, CEO of AV-TEST

UNFOLLOW THE TRADITIONAL
일반적인 백신 솔루션과 다르게 Bitdefender GravityZone Advanced Business Security는 하나의 콘솔로 기업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Bitdefender GravityZone Advanced Business Security가 제공하는 사설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버가 PC를 대신하여

 스캔하므로 PC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킵니다.

도입 효과
비용 대비 효율적인 보안 관리 설치 및 관리의 간소화
Bitdefender GravityZone Business Security는 하나의 라이센스로 Bitdefender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Linux 기반의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고객사에 직접 설치할
 대한 보호 및 관리가 가능한 라이센스 정책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수도 있습니다. Citrix XenServer, VMWare vCenter 등 가상 서버에

통합된 하나의 콘솔로 관리하므로 보안 관리가 수월합니다. 간단하게 이미지만 복사하는 것만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Windows, Linux 서버의 수량은 라이센스 범위내에서 35% 까지,
메일박스는 15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스팸 탐지 능력
Bitdefender기업용 제품은 국제 독립 테스트 기관인 AV-Test에 서  

보호능력, 사용성 등 과 함께 "Best Performance 2014 Award"를 
수상했습니다. 35개 VBSpam 인증을 모두 획득한 유일한 회사인
Bitdefender는 지속적으로 최고의 이메일 탐지능력을 제공합니다.

PC 데스크탑 및 서버, 가상화 및 물리적 시스템, 모바일 및 이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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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하나의 콘솔은 PC, Mac, Server, Embeded XP, 모바일 디바이스, • 광범위한 보호 영역:
가상 머신 등 모든 시스템을 단일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 모든 엔드포인트 지원 : 물리적, 가상화 및 클라우드엔드포인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종 지원: workstation, server, embedded, mobile• Active Directory, VMware, Citrix 와 통합
(on-premise console-사내  콘솔 직접 설치) • 모든 OS 지원: Windows, Linux, Mac

• 하나의 에이전트는 어떠한 가상화 플랫폼 조합이나, 클라우드 • 모든 가상화 플랫폼  지원: VMware, Citrix, Microsoft서비스 제공자, 운영체제 및 물리적 기기에 대해 적용이 가능
Hyper-V, KVM, Oracle합니다.

• 다양한 기업 환경 지원: 10 user부터 100만 유저까지,• 다계층 보호 기능은 다양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제로데이 위협,
본사,지사가 분리된 다양한 기업 환경까지 지원멀웨어 등을 행위기반 탐지로 보호하며, 어플리케이션 제어

양방향 방화벽, 샌드박스, 매체 제어, 컨텐츠 제어, 안티-피싱 • 스마트한 중앙 스캐닝 기능은 엔드포인트를 대신하여
메일서버 보호 및 안티스팸 기능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서버가 스캐닝하여 엔드포인트의 성능을 보장하며,

여러 대의 보안서버를 이용하여 로드 밸런싱과 Fail Over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양

Windows Mac Linux Email and Mobile

Workstation Operating Systems: Mac OS X Lion 10.7 or later, Mac OS Linux Operating Systems: Ubuntu Mail Servers:
Windows 8.1,8, 7, Vista (SP1, SP2), X Mountain Lion 10.8 or later, Mac OS 10.04 LTS or higher, Red Hat Enterprise
XP  (SP3). X Mavericks 10.9 or later, Mac OS X Linux /  CentOS 5.6 or higher, SUSE • Exchange 2007, 2010, 2013

Yosemite 10.10 or later. Linux Enterprise Server 11 or higher, •  Physical and virtual servers
Tablet and embedded operating OpenSUSE 11 or higher, Fedora 15 or • Roles: Edge, Hub and Mailbox
systems: Windows Embedded Standard higher, Debian 5.0 or higher. • Protocols : SMTP, MAPI, Exchange
7, POSReady 7, Enterprise 7, POSReady ActiveSync
2009, Standard 2009, XP Embedded
with SP2, XP Tablet PC Edition.Specific Mobile platforms:
operating system modules must be
installed for embedded operating • Apple iPhones and iPad tablets
systems. • Android smartphones and tablets

Server operating systems: Windows
Server 2012, 2012 R2,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SBS) 2011,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SBS) 2008,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SBS) 2003, Windows Server 2003
R2, Windows Server 2003 with Service
Pack 1, Windows Home Server.

제품 정보 : http:/ / www.bitdefender.co.kr/ bus iness/
제품 및 견적 문의: 070 - 5056 -1000

Bitdefender delivers security technology in more than 100 countries through a cutting-edge network of value-added alliances, distributors and reseller partners. Since 2001, Bitdefender has
consistently produced market-leading technologies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and is one of the top security providers in virtualization and cloud technologies. Bitdefender has matched its
award-winning technologies with sales alliances and partnerships and has strengthened its global market position through strategic alliances with some of the world’s leading virtualization and
cloud technology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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