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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Zone Business Security
Bitdefender GravityZone Business Security는 도입 비용과 성능면에서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백신입니다.

하나의 라이센스로 PC, Mac 뿐만 아니라, Windows, Linux 서버용 백신까지 세계 1위의 탐지력으로 보호합니다.
중앙관리 콘솔을 위해 별도의 하드웨어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저비용 고효율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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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Bitdefender의 혁신적인 제안

Bit def ender Gravit yZone Business Securit y는 오직 탐지력에만 초점을 맞춘 다른 일반적인 백신 솔루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Bit def ender는 탐지력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세계 1위의 탐지력을 유지하면서 PC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Bitdefender GravityZone Business Security를 사용하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관리 콘솔을  위한 서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즉시 설치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하나의 웹 콘솔에 접속하여 기업내 모든 관리대상 시스템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I T 전 문 가 가  아 니 어 도  누 구 라 도  쉽 게  사 용 할  수  있 도 록  설 계 되 었 으 며 ,  설 치 에 서  점 검 까 지  1 대 1 로  친 절 하 게  지 원 해  드 립 니 다 .

Bitdefender GravityZone Business Security는 서버용 라이센스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하나의 라이센스로 서버 및 데스크톱 시스템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으며, 서버의 수량은 전체 구매한 라이센스 수량 중 30% 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데스크톱용 라이센스를 구매했다면, 그 중 3개는 Linux 및 Windows 서버용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및 데스크톱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관리 콘솔이 무료로 제공되며,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설치할 수 있고,

별도의 서버나 소프트웨어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즉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Bitdefender GravityZone Business Security는 최상의 보호와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Bitdefender의 업그레이드된 탐지 기술은 다른 솔루션들이 놓칠 수 있는 제로데이 공격과 같은 고도화된 위협을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도
시스템 성능에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인 독립 안티 바이러스 테스트 기관인 AV-Test에서 실시한 기업용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멀웨어 제품 테스트에서 탐지력 뿐만 아니라, 시스템 성능 저하 부문에서도 동시에 1위를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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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 기능

간편한 설치 • 기존에 설치된 백신제품 자동 삭제 후 설치
easy to install 

•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중앙관리 콘솔 사용easy to manage

• 네트워크 탐색기를 이용하여 설치 대상 컴퓨터 탐색 및 빠른 설치

• 보안 정책 템플릿으로 즉각적인 보안 정책 적용

• 고급 사용자를 위한 세분화된 보안 정책 및 기능 뿐만 아니라, IT 배경 지식이 없는 초급 사용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플한 UI 제공

최대 비용 절감 • 중앙관리를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 없이 Bitdefender Cloud Console 사용
Web-based security M S  C A L  및  각 종  소 프 트 웨 어  라 이 센 스  비 용 이  발 생 하 지  않 음
One License for Server

• PC, Mac, Linux, VS, VDI 등 다양한 관리 대상 시스템을 하나의 콘솔로 통합 관리

• 데스크탑용 라이센스로 서버용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라이센스 정책
서버 OS와 데스크탑 OS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최대 비용 절감 효과 발생

편안한 보안 • 국제적인 안티 바이러스 평가 기관(AV-TEST)으로 부터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Bit d e fe n d e r의 
Forget about 완벽한 보안 기술
security issues

• 바이러스, 루트킷, 멀웨어, 잠재적인 위협(PUA), 피싱 차단, 데이트 유출방지, 웹 보호, 어플리케이션 제어,
방화벽, 침입탐지 등 통합 PC 보안 모듈 제공

• PC와 클라우드가 함께 SCAN하는 하이브리드 SCAN방식으로 검사 속도는 높이고, PC 사용은 최소화
하여 업무 연속성 제공

• 사내 PC 뿐만 아니라, 외근 업무용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보안 정책 적용 및 즉각적인
보안 이슈 해결

시스템 요구사양

Windows Mac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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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S X Yosemite 10.10 or later. Linux Enterprise Server 11 or higher, OpenSUSE 11 or
Tablet and embedded operating systems: Windows higher, Fedora 15 or higher, Debian 5.0 or higher.
Embedded Standard 7, POSReady 7, Enterprise 7,
POSReady 2009, Standard 2009, XP Embedded with
SP2, XP Tablet PC Edition.Specific operating sys tem
modules must be installed for embedded opera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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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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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