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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Y-FREE 비즈니스 시큐리티 서비스

XGen™ 보안이 적용된 Worry-Free™ 비즈니스 시큐리티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로,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보안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Windows, Mac 및 모바일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Trend Micro Smart Protection Network™  를 기반으로 합니다. 
- 비즈니스 기기에 위협이 도달하기 전에 즉시 차단하는 글로벌 조기 경보 시스템. 귀하의 장치는 최신 위협
정보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로자 또는 지사에 대한 보안조차도 Worry-Free™ 비즈니스 시큐리티 서비스의 웹 기반 콘솔로 인터넷
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보안 정책이나 설정을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격 근로자가 최신 보호 정책 업데이트를 위해 LAN 또는 VPN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패치 및 업데이트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위험한 웹사이트 및 데이터 손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Worry-Free™ 비즈니스 시큐리티 서비스는 바이러스, 위험한 웹 사이트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호스팅 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서버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 IT 직원이더라도 사용 및 관리가 
쉬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귀사의 IT보안에 대한 걱정없이 귀하의 시간과 자원을 전략적 비즈니스 프로
젝트와 우선 순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IT 서비스 파트너를 위한 TREND MICRO™ REMOTE MANAGER                                  
신뢰할 수 있는 IT 서비스 파트너가 보안상태 및 경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려면, IT 파트너에게 Trend Micro 
Remote Manager의 직관적인 관리 콘솔을 제공하여 Worry-Free™ 비즈니스 시큐리티 서비스를 원격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mote Manager는 ConnectWise, Kaseya IT 자동화 프레임워크 및 Autotask와 같은 업계 최고의 RMM 
/ PSA 도구와 통합되어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하는 MSP의 지원 및 고객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XGEN™ 보안이란 무엇입니까?                                  
XGen™ 보안을 탑재한 Worry-Free™ 비즈니스 시큐리티 서비스는 하이파이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검증된 기술과 함께 실행 전 파일 뿐만 아니라 런타임 중에도 파일을 분석하여 랜섬웨어 및 정교한 위협을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탐지합니다.

 

 

관리부담을 최소화한 중소기업 전용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트렌드마이크로

SMB 대상 컨텐츠보안 

6년 연속 글로벌 No 1

- Canalys, 중소 기업 콘텐츠 

   보안 시장 동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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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중앙집중식 관리

 웹 관리 콘솔

•   트렌드마이크로 호스팅

•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액세스 가능

 관리 서버 위치

•   트렌드마이크로 호스팅으로 서버 유지 보수비용이 없음

       사용자에게 푸시된 업데이트 및 패치 자동 적용

 정책 푸쉬

•   인터넷을 통한 푸시 알림

•   위치에 관계없이 푸시 알림 가능

플랫폼

 PC, 노트북, Windows 서버

 Mac 클라이언트 (iMac 및 MacBook) 및 서버

 모바일 기기 (Android 및 iOS)

•   각 시트 별 2개의 모바일 기기 보호 가능 *

바이러스 방어 및 웹 보안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멀웨어로부터 방어합니다.

고급 URL 필터링으로 부적절한 웹사이트 차단

 웹 위협 보안은 바이러스 및 위협이 도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데이터 보호

  장치 제어 - USB 드라이브 및 기타 연결된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위협 요소를 
차단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전체 시스템 요구 사항을 보려면 을 방문하십시오.

을 방문하십시오.

 www.worryfree.com

  * 모바일 장치 보호기능: 암호 보안, 원격 잠금/삭제, 원격 위치확인 (Android만 해당), 
* 앱 검사 및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 차단 (Android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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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보안파트너로 왜 트렌드마이크로를 
선택해야 합니까?
 
트렌드마이크로는 : 

• 25년 이상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각종 
위협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고있는 선두적 보안
업체입니다.

•
 
Worry-Free™ 비즈니스 시큐리티 서비스 솔루션은 
전 세계의 600,000개 이상의 기업을 보호합니다.

• 전세계 1,200명 이상의 위협전문가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Smart 
Protection Network™) 를 활용하여 최신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위협 차단

• 바이러스

• 해커

• 스파이웨어

• 위험한 웹사이트

• 데이터손실  

주요 기능

• 하이파이 머신러닝 
(실행 전 및 실행 중 파일 분석)

• 행위 분석 
(스크립트 인젝션, 랜섬웨어 및 메모리 공격 방어)

• 파일 평판

• 웹 평판

• URL 필터링

• 방화벽

• 장치 제어

• 응용프로그램 제어

 

트렌드마이크로는 사이버 보안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디지털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소비자, 기업 및 정부를 위한 혁신적인 우리의 솔루션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환경,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에 대한 계층형 보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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