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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red. Get secured.

WatchGuard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가
 치와 성능
WatchGuard는 네트워크 보안 기능과 탁월한 처리 능력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치란 하드웨어의 가격 그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통합된 기능
세트, 저렴한 업그레이드 비용, 에너지 사용량 감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 관
 리 및 지원 비용 절감 – 관리자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풍부한 보고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도구 패키지를 사용하여 모든 제품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업
 그레이드 및 교체 비용 절감 – 독특한 XTM 라이센스 키 업그레이드 방식을
채택한 덕분에 용량 또는 성능을 늘리거나 보안 수준을 강화해야 할 때마다
새 하드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에
 너지 비용 절감 – 전력 사용량이 업계 평균보다 70%나 적습니다.
• 규제 요건 만족 – 효율적인 규제 준수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상황에
대한 사상 유례 없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강력한 보안
완숙한 기술력과 동종 최고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제품에 심층적 방어
기능을 내장했습니다. WatchGuard의 수많은 강점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X
 TM 시리즈는 독특한 "레이어 7" 콘텐츠 검사 기술을 사용하여 OSI 스택의 일곱
개 레이어 전체를 검사합니다. 여기에 완전 통합형 보안 구독까지 더하면
기업 네트워크에서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웹 자원 착취 코드, 스팸,
혼합 위협 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X
 CS 어플라이언스는 특허 받은 클라우드 기반의 평판 서비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경계 지점에서 99.9%의 정확도로 98%의 스팸을 차단함으로써
전자 메일 서버의 부하를 낮춰 줍니다. 즉, 전자 메일 처리 성능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견고한 위협 방지 및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과 전자
메일 암호화 기능까지 갖춘 XCS 전자 메일 보안 솔루션은 출시된 제품 중
최고로 손꼽힙니다.
•W
 atchGuard SSL 어플라이언스는 정말 강력한 인증 지원으로 업계에서
인정합니다. WatchGuard SSL을 사용하면 원격 보안 액세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허가 받은 사용자만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에 연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인정 받는 최고의 기업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WatchGuard
는 지난 10여 년간 혁신적인 제품으로 네트워크 보안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의 수상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F rost & Sullivan의 Growth Leadership Award 2010
다기능 방화벽에 대한 Gartner 매직 쿼드런트에서 Leader 쿼드런트에 포함
N
 etwork Computing, UK가 SSL 100을 올해의 하드웨어 제품으로 선정
S C Magazine, WatchGuard XCS 770에 5 Star 부여
N
 etwork Products Guide가 선정한 최고의 교육용 솔루션
B
 usiness Solutions Magazine이 선정한 최고의 채널 업체
Info Security Products Guide에서 Customer Trust Award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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