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트

McAfee Endpoint
Protection Essential
for SMB
비즈니스■성장에■집중하십시오.■보안은■McAfee에■맡기십시오.

주요■이점
■■

■■

■■

■■

직관적인 보안을 통해 Intel
Security 전문 지식에 보안을
맡기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또는 구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McAfee Global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지원을 24
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안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간편

■■■보안

인터넷과 연결형 장치가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직원들의 디지털
생활과 비즈니스는 꾸준히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보안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에이전시,
레스토랑, 법률 사무소 또는 어떤 형태의 중소기업(SMB)이든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Afee® Endpoint
Protection Essential for SMB는 비즈니스를 위한 스마트하고 간편하고
안전하며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McAfee Endpoint Protection Essential for SMB
는 사용하기 쉽고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표적 공격, 스파이웨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등과 같은 위험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최신
보호를 제공하는 경제적인 보안입니다. McAfee
솔루션은 25년 넘게 SMB를 위한 업계 최고의
데스크톱, 랩톱, 서버, 이메일 및 웹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cAfee Endpoint Protection Essential for SMB
는 수상 경력이 있는 McAfee 위협 보호 기술을
웹 및 데이터 보호와 결합하여 내부 IT 인프라를
보안합니다.
McAfee Global Threat Intelligence(McAfee GTI)
를 통해 실시간 보호가 가능합니다. McAfee GTI
는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월드와이드 위협 센서 네트워크와
글로벌 전담 연구 팀이 제공하는 McAfee GTI
는 파일, 웹, 메시지 및 네트워크의 모든 위협
벡터에 걸쳐 가시성을 제공하고 최신 취약성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보안은 Intel® Security
의 보안 전문 지식에 맡기고 비즈니스에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한■성능■
■■

■■

■■

간소화된■설계를■통한■고성능 —
Endpoint Security Client는 시스템을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계되는 통합 모듈과 함께 제공됩니다.
데스크톱■설치■공간■최소화 — 솔루션의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통해 최소한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고 시스템
부트 시간을 단축하는 가볍고 민첩한
풋프린트를 얻게 됩니다.
생산성■영향이■없는■사용자■검색 —
리소스 기반 스마트 검색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만 검색을 수행하고
종료 후에 재개하기 때문에 직원
생산성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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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솔루션
■■

McAfee■Endpoint■
Protection■Essential■for■
SMB■포함■기능:
■■ McAfee ePolicy
Orchestrator®
(McAfee ePO™)
■■

■■

■■

McAfee ePO Cloud
McAfee Endpoint
Security 10 (Windows 및
Macintosh)
McAfee Device Control

■■

원하는■대로■유연한■보안■사용 — 인터넷
환경에 배포하거나 자체 서버를 사용하여
구내형으로 배포함으로써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 보안을 관리하십시오. 또한
단일 관리 콘솔을 통해 정책을 정의하고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작성하며 장치를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비즈니스 보안에
대한 강력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마칠 수 있는 단순한 설치로 보안 관리
시간을 줄여 핵심 비즈니스 활동에
투자하십시오.

강력한■보호
■■

항시적인■실시간■악성■프로그램■방지 —
McAfee GTI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실시간 보호를 제공합니다.

단순한■설치로■시간과■비용■절약 —
클릭 4번과 20분 미만에 설치와 시동을

McAfee■Endpoint■Protection■Essential■for■SMB■특징
위협■방지
데스크톱, 랩톱 및 서버를 바이러스와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

Windows 및 Macintosh 보호
공격 시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여 손상 최소화
취약성 공격 방지
적합한 트래픽만 데스크톱 방화벽을 통과하도록 보장
웹■보안
강력한 제어와 안내식 웹 사용으로 웹 관련 위협 감소
데이터■보호
이동식 장치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를 제한하여 데이터 유실 방지*
보안■관리
자체 서버에서 배포 및 관리
클라우드에서 배포 및 관리

McAfee Global Threat Intelligence 지원
*제품의 구내 버전에서 사용 가능

표■1.■ 기능 및 배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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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사양
■■

■■

클라이언트■컴퓨터:
Windows 및 Macintosh
서버: Windows 및
Macintosh

자세한 내용은 www.mcafee.
com/kr/products/endpointprotection-for-smb.aspx의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0일■무료■평가판■
30일 무료 평가판으로
McAfee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의 가치를 경험해
보십시오. www.mcafee.
com/kr/products/endpointprotection-for-smb.aspx을
방문하십시오.

자세한■내용
대표전화 (02)3458-9800

그림■1.■구내형 또는 인터넷 환경의 단순한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보안을 관리하십시오.

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McAfee■솔루션■서비스■
파트너:
McAfee 파트너는 설치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cAfee에 지금 문의하여
McAfee■파트너■포털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림■2.■로컬 구성을 위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McAfee.■Part■of■Intel■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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