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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ITDEFENDER 

• #1 ANTIVIRUS IN THE WORLD 

• BEST PROTECTION. BEST PERFORMANCE 

• AWARDS & RECOGNITION 



#1 ANTIVIRUS IN THE WORLD 

비트디펜더는 2001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보안회사입니다. 

 

I BM, CISCO, FireEye, Blue Coat, F-Secure, G Data, Qihoo, 
Bullguard ,알약, 잉카 등 200여개 회사에 백신 엔진을 공급하며,   

OEM 벤더 중 F-Secure, G Data, Qihoo 는 2014년 AV-TEST  
탐지력 평가에서 2위, 3위 등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4개의 Virus Bulletin(VB100%) 전체를 연속하여 수상한  
세계에서 유일한 보안 회사이며, 
  

150개 이상 국가에서 5억 명의 유저를 확보했습니다. 





 탐지력  1위 (2013-2018 AV-TEST 결과) 시스템 임팩트 최소  1위 (2013-2018 AV-TEST 결과) 

악성코드 탐지력과 시스템 영향 최소화 동시 1위 

Bitdefender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영리 독립기관인  

AV-TEST 로부터 6년 연속으로 최고의 탐지력과 최고의 시스템 

속도에 대해 1위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PC 매거진, AV Comparative 선정 최고의 제품 

2015년 PC 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제품”이며,  8회에 걸쳐 “최고의 

제품”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AV Comparative 에서 ‘올 

해의 제품’에 선정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Best protection. Best performance. 



 

“A highly-secure 
product” 

 
Maik Morgenstein, AV-TEST  | January 2016 



 

“Bitdefender is a Top Rated 
Product this year, with joint 

highest scores overall” 
 

AV-Comparatives |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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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의 Bitdefender Global Protective Network( GPN )는  

하루에 70억 번 이상의 쿼리를 수행하고, 반사 모델과 지능화된 학습 알

고리즘을 사용한 악성코드 패턴 추출 기술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실시

간 보호를 보장합니다. 

 Global Protective Network( GPN ) 

Bitdefender Refle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s는 5 억명의 사용자를 대

상으로 전 세계적인 실시간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 탐

지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도 단 3 초 이내에 모든 엔드포인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Bitdefender Refle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s( BRAIN ) 



PRODUCT BENEFIT 

• Unfollow the Traditional 

• Product Benefit 

• Multi-layer Ransomware protection 

• Core Technology 

• Functionality  

 



꼭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야만 하는가? 

안티멀웨어 솔루션은 시스템을 느리게 한다 

대부분의 기업용 안티멀웨어 솔루션은 방대한 안티 멀웨어 시그니쳐(DB),  각종 보안 모듈과 함께 백신 에이전트

를 시스템에 설치하기 때문에  메모리 등 시스템 자원 사용량이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위협에 대한 탐지력이 약하다 

매일 50만여개의 멀웨어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APT 공격 등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시그니

쳐 기반으로 탐지하고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보안 솔루션과 달리 자주 관리해야 한다 

안티멀웨어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제품의 특성상 잦은 경고와 팝업 등으로 사용자의 문의가 많고, PC, Mac, 서버  

시스템 별로 별도의 설치본으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상화 기기 및 다양한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어렵다 

Windows 및 Linux 가상화 서버, 물리적인 서버, PC, MAC, 모바일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 각각의 백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UNFOLLOW THE TRADITIONAL 



One Application 1 

One Agent . One Console 1 

One License 

Global security network 

1 

1 

안티멀웨어, 방화벽, 침입탐지, 웹 시큐리티, 안티스팸, 매체제어, 컨텐츠  및 어플리케이

션 제어, 물리적/가상화 시스템 보안, 시스템 최적화, 디스크 암호화, EDR, 패치관리 등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통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물리적인 시스템, 가상화 시스템, PC, Mac, iOS, Android 등 Mobile 기기, Windows 서버, 

Linux 시스템을 하나의 에이전트와 하나의 콘솔로 모든 기능들을 통합하여 중앙 관리합

니다.  

PC, Mac, Server, Mobile, Exchange Mail 용 백신 라이선스를 각각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라이선스로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Bitdefender Global Protective Network( GPN )는 하루에  70억번 이상의 쿼

리를 수행하고, 반사 모델과 지능화된 학습 알고리즘 악성코드 패턴 추출 기술을 통해 

실시간 보호를 보장합니다. 

UNFOLLOW THE TRADITIONAL 



PRODUCT BENEFIT 

Bitdefender GravityZone 은 기업용 악성코드 탐지 및 시스템 속도 저하 테스트에서 보호 및 성능 부분 1위 솔루션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기업내의 데스크탑 및 서버 , 가상화 및 물리

적 시스템 , 모바일 및 이메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하나의  통합 콘솔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 침입 탐지 , 매체 제어 및 웹 필터링 기능을 통해 모든 위협 

및 공격에  대해 다차원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End-to-End Protection 

Unfollow the traditional 

• 물리적 시스템 및 가상화 데스크탑과 서버 지원(Windows,Mac,Linux, Vmware, Cytrix) 

• 알려지지 않는 악성코드, 랜섬웨어, 코드리스 APT 공격 을 차단하는 Hyper Detection  

• Windows, Mac 전체 디스크를 암호화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하는 Full Disk Encryption  

• PC 및 엔드포인트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중앙 집중식  or 하이브리드 스캔 

• 모바일, 이메일 , 서버, 가상화 환경에 대해  One Agent,  One Console,  One Licensing 

• 전 세계 5억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네트워크(GPN)를 통한 빠른 대응 체계 

#1 ranked security 

• 2016 AV-Test 기업용 제품 평가에서 탐지력, 성능, 사용 편의성 부문에서 최고점 획득 

• Login VSI(VDI 벤치마킹 Tools) 가상화 컴퓨팅 테스트에서 최고의 성능 인증 

                                                                       UNFOLLOW THE TRADITIONAL 



PRODUCT BENEFIT 

Bitdefender의 탐지 기술은 다른 솔루션들이 놓칠 수 있는 제로데이 공격과 같은 

고도화된 위협을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도 시스템 성능에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설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서버가 바이러스 검사 기능을 대신하게 하

여 PC의 성능 저하가 없도록 진보된 스캔 매커니즘을 제공합니다. 

Bitdefender GravityZone 은 기업 사용에 최적화된 보안성 제공과 동시에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웜, 트로이목마, 루트킷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을 보호하고  

업계 선도의 성능저하 기술을 제공하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시스템 감염 및 성능 저하로부터의 고민 해결 최고의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멀웨어 기술  

효율적인 관리와 최대 비용 절감 하나의 라이선스, 하나의 콘솔로 보호 

Bitdefender GravityZone 은 워크스테이션, 서버 , 모바일  기기, 이메일 보안을 하나

의 라이선스로 보호합니다. 서버는 Windows 뿐만 아니라, Linux 까지 설치가 가능

하며, MS Exchange  Server에 대해 안티스팸과 안티 바이러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관리해야 하는 오버헤드를 제거함과 동시에 사용중인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고비용의 지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용 데스크톱

을 포함한 서버 시스템까지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최소의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 및 보안성 향상 웹 사이트 및 프로그램 제어 

Bitdefender GravityZone 은 특정 응용프로그램 및 웹 페이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콘

솔을 통해 사용자별, 시간대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 제어를 통해 보안성 향상과 동시에 직원

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UNFOLLOW THE TRADITIONAL 



PRODUCT BENEFIT 

안티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방화벽 , 침입탐지 , 웹 필터링 기능은 해킹과 피싱 등 

인터넷 기반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웹 보호 및 매체제어 기능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다른 솔루션들과 달리, 

Bitdefender GravityZone 은 추가 비용 없이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 제어를 통해 직원들의 웹사이트 접속 권한을 제어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십시오. 

시스템 감염 및 성능 저하로부터의 고민 해결 방화벽, 침입탐지, 웹 보호, 매체제어, EDR, 패치관리 기능 포함 

효율적인 관리와 최대 비용 절감 쉬운 사용성과 강력한 기능의 웹 콘솔 

로컬 또는 클라우드 호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관리 콘솔을 통해 그룹 및 사용자 관

리, 원격 검역소 관리, 위협요소 검사 대상 및 처리 옵션 등의 세분화된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을 가진 관리자가 기업 내부의 보안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

해 세부적인 컨트롤에 신경 쓰는 동안,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클라

우드 호스트 기반의 콘솔만으로 기업 내부의 보안성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통합관리 솔루션 가상화 기반 데스크톱 또는 서버에 대한 보호 

Bitdefender GravityZone 은 가상화 기반에서 동작하는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중 가

장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2014년 AV-TEST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콘솔에서 물리적 또는 가상화 기반의 데스크톱 및 서버, MAC OS, 리눅

스 시스템 까지 쉽고 간단하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UNFOLLOW THE TRADITIONAL 



RANSOMWARE PROTECTION 

• Ransomware? 

• Multi-layer Ransomware protection 

• Defeating Ransomware 

• IT Security process 

• Key points 



감염경로 
 이메일 첨부 파일 또는 악성 웹사이트 링크 

 감염된 웹 사이트(drive-by download) 

 웹 서버 및 기타 시스템 해킹 

 

증상 
 피해자에게 돈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을 불가능하게 차단 / 데이터 암호화 

 종종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괴하기도 하며, 마스터  

부트레코드(MBR)를 수정하여 부팅이 불가능하게도 함 

 온라인 백업을 방해하거나 제거 

 

공격 대상 
 일반 사용자 컴퓨터 및 서버의 파일,DB,백업 등 

4000 
2016년 이후, 일일 랜섬웨어 공격 횟수(US) 

RANSOMWARE? 



MULTI-LAYER RANSOMWARE PROTECTION 

사회공학적 기법 
이메일 배포 

드라이브-바이 
다운로드/첨부파일 

지침하달/스크립트,
암호화 키 

수평 이동/검색/암호화 작업 시행 

허가되지 않은 접근 

사전 예방 탐지 복구/대응 

이메일 보안 안티-익스플로잇 

웹 보호(URL차단) 

실시간 프로세스 모니터링 (Active Threat Defense) & 행위 기반 탐지 

백신 패턴 

프로세스 종료 

치료 

앱 접근 제어 

허가되지 않은 작업 

정보 유출 

악의적인 활동 

비트디펜더  
방어 활동 

격리 

실시간 웹 트래픽 검사 

머신 러닝 기반 탐지 

배포 
익스플로잇/

설치 
명령/제어 권한 획득 리소스 작업 탈출 

비트디펜더는 다계층 보호 방식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감염파일을 복구합니다. 



DEFEATING RANSOMWARE 

탐지 

차단 대상 

차단 방법 

기대 효과 

사전 예방 
 

Ransomware 
Vaccine  

(unique)  

 

Real-time 
process 

monitoring  

Advanced Anti-
Exploit 

(non-signature) 

Machine 
Learning Anti-

malware 

일부 알려진 랜섬웨어 

같은 기기를 두 번 
이상 감염시키려고 
하지 않은 랜섬웨어 

패턴을 이용 

탐지와 동시 차단 

제로데이 익스플로잇 
알 수 없는 랜섬웨어 

취약점을 악용하는 
해킹 기술에 

근거하여 차단 

공격대상 감소 
Exploit 공격 차단 

변종 랜섬웨어 

휴리스틱과 행위 
기반 탐지 기술에 
기반한 머신 러닝  

빠른 탐지 
낮은 오탐율 

제로데이 랜섬웨어 

실행중인 프로세스 
모니터링하여 

악의적인 행위 차단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 차단 



IT SECURITY PROCESS 

Prevention 

• Endpoint protection 
matters 

• Anti-Exploit - Blocks 
zero-day exploits  

• Machine learning 
Antimalware - 
Proven detection rate 
on malware including 
ransomware 

• Ransomware 
Vaccine  

Detection 

• Real time process 
monitoring (ATC -
Advanced Threat 
Control)  

• Signature-less 
detection  

• Monitors running 
processes and 
stops malicious 
activities 

Remediation 

• Stop malicious 
process 

• Quarantine 

• Clean up 

• Roll back some of the 
damages 

Forensic/analysis 

• Events logs 

• Reports 

비트디펜더의 Multi-layer Ransomware protection은 사용자 시스템에 실행 파일이 실행되는 경우, 가상의 환경에서 
먼저 실행되어 동적 데이터를 추출하고 위협행위를 판단합니다. 하루에도 수천개씩 생성되는 변종 랜섬웨어 코드들은 
비트디펜더 Anti-Exploit, Machine Learning, Active Threat Control 모듈을 통해 99%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KEY POINTS 

• Cryptoware, Petya 등 알려진 랜섬웨어 실시간  탐지/차단 

• 3rd party 안티멀웨어 제품과 함께 동작 

Ransomware Vaccine 

• 6년 이상 검증된 기술 

• 전세계 5억개 이상의 엔드포인트에서 학습 

• 파일 속성 추출 및 행위 기반 탐지 

Machine Learning Anti-malware 

•  패턴 시그니처 없이 탐지 

•  Ant Exploit 으로 랜섬웨어 접근 차단 

•  실행중인 프로세스 감시하여 악위적인 행위 탐지/차단 

None signature based prevention and detection  

• 가볍고, 빠른고, 오탐이 낮음 

Overal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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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매니지먼트 풀 디스크 암호화 웹 위협 보호 어플리케이션 제어 매체 제어 방화벽 

시그니처 & 클라우드 로컬 & 클라우드 ML 하이퍼디텍트 ML 샌드박스 분석기 

안티-익스플로잇 프로세스 감시기 이벤트 레코더 위협 분석 

접근 차단 격리 치료 & 삭제 프로세스 종료 

IoC 조사 차단 리스트 네트워크 격리 제거 

롤백 

위협 가시화 

대쉬보드 & 보고서 정보 알림 ESM 연동 API 지원 

HARDENING & CONTROL 

PRE-EXECUTION DETECTION 

ON & POST-EXECUTION 
DETECTION 

AUTOMATIC ACTION 

INVESTIGATION & 
RESPONSE 

REPORTING & ALERTING 

* ML : Machine Learning 



CORE TECHNOLOGY 

• Top protection against new/unknown malicious Software 

• Best Performance 

• Login VSI April 2015 

 



CORE TECHNOLOGY 

2001년에 설립된 Bitdefender의 강력한 보안 기술은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홈 유저부터, 기업, 그리고 OEM에 이르기까지, Bitdefender 기술은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5 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1월에 실시한 AV TEST에서는  상위 5 개 보안 솔루션 중 3개의 보안 솔루션이 

Bitdefender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SECURITY IS IN OUR DNA. 

Global Protective Network 

하루에 70억 번 이상의 쿼리를 수행,하여 악성 코드 패턴 추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단 3 초 이내에 모든 엔드-포인트에 적용 

Bitdefender Endpoint Security Tools 

스스로 설치 대상 시스템을 평가하고 최적의 상태로 자체 구성 

보안 패치 , DISK 암호화, 잠재적 위협 요소 자동 검출 등 프리미엄 기능 제공(옵션) 

Bitdefender Photon™ 

한번 검사한 파일을 Skip하는 스마트 스캐닝 

자동 학습을  통한 클라우드, 실시간 감시, AVC 를 활용한 검사 옵션 최적화 

Smart Scanning  

LOCAL &  HYBRID & CENTRAL 스캐닝 지원 

사설 클라우드 보안 서버를 통한 클라이언트 검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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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defender Photon™  Smart Scanning  Bitdefender Endpoint Security Tool 

 사설 클라우드 보안 서버를 통한 클라이언트 검사 

대행 

 LOCAL &  HYBRID & CENTRAL 다양한 스캐닝 

옵션 지원 

 Fall back 기능으로 스캔 연속성 보장 

 POS 및 저사양 PC를 위한 최고의 선택 

 Hyper Detection : 랜섬웨어, APT,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 행위기반 탐지 

 Bitdefender Endpoint Security Tools 은 물리적 

또는 가상화 기반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패키지 

형태의 설치본 

 에이전트가 설치되면 시스템 유형을 진단하고, 

특정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도록 자동 

구성 

 Agent 사이즈 최소화, 하나의 에이전트로 모든 OS 

설치, 파워유저 모드 지원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선행 학습을 

수행한 후 , 결과를 클라우드에 ‘Finger 

Print’방식으로 저장하고 그 외 새로운 파일에 대해 

클라우드에 질의하는 형태로 업데이트 

 검색 메커니즘을 조율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따라 스캐닝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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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defender GZ
v6 Central Scan

Competitor A
(vShield)

Competitor B
(vShield)

Competitor B
(multiplatform)

Competitor C
(vShield)

Competitor D
(vShield) v X.2

Competitor C
(multiplatform)

Competitor D
(vShield) v X.1

Computing power Latency

• 가상화 PC 및 서버 환경에서 가장 빠르고 가벼운 보안 솔루션 평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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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 PC 및 서버 환경에서 가장 작은 시스템 임팩트 

Bitdefender GZ v6
Central Scan

Competitor A
(vShield)

Competitor B
(vShield)

Competitor B
(multiplatform)

Competitor C
(vShield)

Competitor D
(vShield) v X.2

Competitor C
(multiplatform)

Competitor D
(vShield) v X.1

File Memory Processes Registry



FUNCTIONALITY  

• End-point Security 

• Email Security 

• Mobile Security 

• Product line up 

• System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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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odule 주요 기능 

설치 

기 설치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자동 제거 안내 
• 설치하려는 시스템에 타사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언인스톨을 실행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네트워크 찾기를 통한 원격 설치  
• 한 대의 컴퓨터에 제품이 설치 되면, 동일 네트웍 환경의 보호되고 있지 않은 시스템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원격으로 제품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웹 콘솔 (클라우드 콘솔) 
• Bitdefender 호스팅 서비스를 신청을 통해 클라우드 콘솔에 가입하고 계정을 할당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웹 기반 콘솔을 통해 기업 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인스톨러(BEST) 생성/배포 • 운영체제 및 타입(32bit/64bit)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환경에 맞게 설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 콘솔 배포 (내부 설치형 
콘솔) 

• 모든 환경이 사전 구성된 가상화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여 콘솔, 서버, DB에 대한 
개별적인 설치 및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제공되는 가상화 이미지를 어떤 종류의 
하이퍼바이저에서든 불러오기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VMware, Citrix and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연동 

• VMware vCenter, Citrix XenServer, Microsoft Active Directory 통합 및 연동 환경 제공을 
통해 보안관리 및 구성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 멀티 플랫폼 지원 
• GravityZone 제품은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합니다. 
• VMware vShield, VMware ESXi, Citrix Xen, Microsoft Hyper-V, Red Hat KVM, Oracle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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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odule 주요 기능 

보호 

안티 바이러스와 안티 멀웨어 
• 시그너처, 휴리스틱, 지속적인 프로세스 모니터링, Hyper Detection 
•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위협 지능형 네트워크, Sandbox 분석 및 제출 

양방향 방화벽, 침입탐지 및 차단 
• 시스템 침입과 하이재킹 시도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는 양방향 지원 개인 방화벽과 

침입탐지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웹 필터링 및 서치 어드바이저 
• 검색 결과 중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웹 사이트를 식별하여 경고해주고 알려진 

악성코드 은닉 사이트의 해당 페이지를 차단합니다. 

웹 및 어플리케이션 제어 • 특정 웹 사이트 및 어플이케이션에 대한 직원의 무단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합니다. 

전체 디스크 암호화, 데이터 차단 

• Windows, Mac OS에 대한 전체 디스크 암호화 
• 데이터 차단 필터 설정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트래픽을 차단하고 기밀 데이터에 

대한 손실 및 유출을 방지합니다. 

가상화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보호 
• 다른 보안 솔루션은 가상화 환경에서의 파일 검색이 제한적이지만, Bitdefender 제품은 

프로세스 , 메모리, 레지스트리 스캔 을 포함한 완벽한 검사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체 제어 및 USB 디바이스 검사 
• 자동으로 USB 디바이스를 스캔하고 모든 장치에 대한 접근권한 제어를 통해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엔드 포인트 업데이트 릴레이 
• 엔드 포인트를 릴레이 서버로 지정하여 P2P간 바이러스 시그너처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캔(업무 생산성 극대화) 

• Bitdefender 스마트 스캔 기술은 최소한의 시스템 자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사 서버를 통한 중앙 집중형 검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검사 모드는 로컬 엔진, 공용 
클라우드 엔진, 기업 내부에 설치되는 사설 클라우드 엔진의 3가지 검사 모드를 제공하며 
시스템 환경에 따라 정책 설정을 통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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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odule 주요 기능 

관리 

보안 정책 및 노드 관리 • 각각의 노드 또는 컴퓨터 그룹에 보안 정책을 할당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및 일반 사용자 모드 

• 관리자는 Bitdefender Endpoint Security Tools 보안기능 설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 정책에 
의해서만 제어됩니다. 

로컬 및 원격을 통한 검역소 관리 
• 일반적으로 검역소 파일에 대한 복원은 로컬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 콘솔을 통해 

중앙에서 검역소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 사용자에 대한 실시간 제어  
(클라우드 콘솔) 

• Bitdefender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면 원격지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감사 로그 
• 관리 콘솔에서 취해진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로그로 기록하여 추후 문제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알림 
• 관리자 이메일을 설정하면 중대한 이벤트가 발생했을때 설정된 이메일로 알림을 

발송합니다. 

역할 기반 사용자 모델 • 관리 콘솔에서 서로 다른 접속 권한을 갖는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쉬보드 및 보고서 

• 예약 스케쥴 및 바로 실행을 통해 원하는 형식의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며 종합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쉬보드를 통해 조직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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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odule 주요 기능 

Exchange 
protection 

최고의 안티스팸 탐지율 
• Bitdefender 제품은 Virus Bulletin VBSpam 테스트를 통해 최소의 오진률 및 최고의 스팸 

탐지율 점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바이러스, 악성코드, 또는 피싱 
시도로부터 보호 

• 실시간 데이터 분석 필터는 스팸 메시지를 검색하고 제로데이 공격 및 고급 위협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Global Protective Network security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합니다. 

행위기반 분석 및 제로데이 공격 방어 
• 강력한 휴리스틱 안티스팸 필터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스팸 메일까지 완벽하게 

탐지합니다. 

종합적인 이메일 필터링 
• 멀웨어 및 스팸메일 방지 이외에도 향상된 보호 및 제어를 위해 첨부파일 및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스캐닝 • 중앙 집중형 방식의 안티멀웨어 검사 기능을 통해 메일 서버를 보호합니다. 

빠른 구성 • 설치 및 구성이 간단하여 1분내에 모든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 검사 
• 이메일 시큐리티 기능은 수신 및 발신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을 감시하는것이지만 

Exchange Information Store에 대한 악성코드 파일 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 모니터링 
• 엔드 포인트 , 이메일, 또는 모바일 보호를 위한 중앙 집중식 관리 및 보고 기능은 복잡한 

IT 프로세스를 간소화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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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odule 주요 기능 

Mobile 
Device 
Mgnt 

BYOD 제어 •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기기 대상 정책을 통한 중앙 관리 

최고의 안티멀웨어 기술 
• 안드로이드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및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감염된 파일을 배포하는 

모바일 사용자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웹 보안 및 제어 
• 악성코드, 피싱, 사기성 컨테츠가 포함된 웹 페이지를 차단하고, 특정 페이지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 암호화 (안드로이드 OS) 
•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기기인 경우 저장소를 암호화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루팅 및 탈옥 기기 탐지 • 루팅 및 탈옥 기기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스크린 잠금 및 인증 적용 
• 모든 사용자 장치에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무인폰 또는 태블릿에서 원치 않는 

접근을 방지합니다. 

모바일 기기 인증 및 잠금 
• 기업 내부의 모바일 기기에 대해 화면이나 어떠한 지정된 기능을 잠그게 하고 인증을 

통해 허용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해 원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합니다. 

도난 방지 (위치전송, 잠금 및 해제, 데이터 삭제) 
• 분실된 기기에 대한 원격 잠금 및 데이터 삭제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분실된 기기를 되찾는데 도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 이행 모니터링 및 자동화된 위반 조치 
• 규칙 미이행 장치의 기업 자원 접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규칙 미이행 장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자 오버헤드 최소화 
• 엔드 포인트 또는 이메일 보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하나의 콘솔에서 모든 모바일 

장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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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defender GravityZone  Bitdefender GravityZone  Bitdefender GravityZone  Bitdefender GravityZone  Bitdefender GravityZone 

Business Security  Advanced Business Security  Elite Security  Ultra Security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options On premise / Cloud  On premise / Cloud  On premise / Cloud  Cloud only  On premise only 

  EDR              
Infrastructure   

Endpoint security Endpoint Security SD  Endpoint Security SD  Endpoint Security HD  Endpoint Security XDR  Endpoint Security SD 

Datacenter security (SVE)        
 
 

Mobile Security / MDM    
 

Available on-premise only 
 

 

Available on-premise only 
      

Security for Exchange           

Technologies   

Machine Learning AV          

Anti-exploit          

HyperDetect             
Endpoint integrated Sandbox             
Visibility of suspicious activities             
Process Inspector          

Clean up          

Smart Centralized Scanning 

(Ability to offload scanning to 

central dedicated appliance) 

    

 
 

 
 

 
 

   

Patch Management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Full Disk Encrypti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add on 

Security for AWS 

(Protection for AWS machines 

managed from the same cloud 

console) 

add on  add on  add on  add on    

Hypervisor Introspection       
 

Available on-premise only 
      

Details 
PC,Mac,Windows Server, 

Linux Server 
  

PC,Mac,Windows Server, 

Linux Server, Mobiles + 

Exchange mailboxes 

  

PC,Mac,Windows Server, 

Linux Server, Mobiles + 

Exchange mailboxes 

  

PC,Mac,Windows Server, 

Linux Server, Mobiles + 

Exchange mailboxes 

  

Each item can be 

purchased separately and 

can be activated based on 

its own license 



SYSTEM REQUIREMENTS 

구분 Operating System Hardware Requirement 비 고 

Endpoint 
운영체제 

 Windows 10, 8, 8.1, Windows 7, Windows Vista (SP1), XP (SP3)   

 Mac OS X Mountain Lion (10.8.x), Mac OS X Mavericks (10.9.x) Mac OS X Yosemite 

(10.10.x) OS X El Capitan (10.11), macOS 10.13 High Sierra 이상 

 Linux: Ubuntu 10.04 LTS or higher, Red Hat Enterprise Linux / CentOS 5.6 or higher,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or higher, OpenSUSE 11 or higher, Fedora 15 or 

higher, Debian 5.0 or higher. 

 Windows Embedded 8 Standard, Windows Embedded 8.1 Industry, Windows 

Embedded Standard 7, Windows Embedded POSReady 7, Windows Embedded 

Enterprise 7, Windows Embedded POSReady 2009, Windows Embedded Standard 

2009, Windows XP Embedded with Service Pack 2, Windows XP Tablet PC Edition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16 Core,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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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 

 Minimum : 2.4 GHz single-core 

 CPU Recommended: 1.86 GHz or faster 

Intel Xeon multi-core 

 Memory: 

Minimum free RAM: 512 MB 

Recommended free RAM: 1 GB 

 HDD space: 1.5 GB of free hard-disk 

space 

모바일 기기  
 Apple iPhones and iPad tablets (iOS 5.1+)  

 Google Android smartphones and tablets (2.2+) 
 

이메일 서버  
 Exchange 2013, 2010, 2007;  

 Roles: Edge, Hub and Mailbox;  

 Protocols: SMTP, MAPI, Exchange ActiveSync; 

 

GravityZoneCo
ntrol Center  

 GravityZone Control Center는 가상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의 가상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VA (compatible with VMware vSphere, View)  
 XVA (compatible with Citrix XenServer, XenDesktop,  
 VDI-in-a-Box) VHD (compatible with Microsoft Hyper-V) 

 CPU: 4 vCPU with 2 GHz each 
  Minimum RAM memory: 6 GB 

recommended 
  40 GB of free hard-disk space 
  Internet access for updates and 

communication with remote and 
mobile endpoints. 

설치 및 
이전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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