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없는 사이버 보안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을 위한 이동성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통념을 깨는 획기성
예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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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및
기계 학습

언제 어디에서나 첨단
위협을 감지합니다
경계 없는 보호로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145
%
60
전례 없는 변종 증가

%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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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데이와 기타 신종 위협이 기존의
방화벽과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성공
비율이 놀랍도록 높아졌습니다

위협의 수와 빈도 증가 1

통일된 시각 및 제어 획득
실시간 위협 인식과 사일로가 없는 다중 계층 보호로 언제 어디서나
귀하의 인력을 보호합니다.

귀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사용되는 엔드포인트 총 58억 개2

앞으로 20년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엔드포인트는
1조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3

총 소유비용 절감
온프레미스, 공용 및 사설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을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유지, 획득, 배치, 구성 및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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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비용이 2019년 대비 최대

%
YOY

%

의 조직에는 보안 인력이
너무 적음 1

4

증가증가

39

%
의 조직에는 보안 예산이 부족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출액

$1,000,000,000,000
2030년 예상

소닉월이 위협을 막는 방법
전 세계적 자원, 계층화된 위협 인텔리전스, 기계 학습 및 실시간 딥 메모리 검사는 귀사를 보호하고 경계 없는
사이버 보안 모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1,100,000개
28,000,000회
140,000개
24시간
센서(전 세계)

매일 차단한 공격의 수

맬웨어 샘플 하루 수집량

이내 응답 이내 새로운 공격위협에 대응

모든 산업계를 위한 경계 없는 사이버 보안
K-12 교육

리테일
선도적인 서비스 회사
20,000 이상의 유통 지점 확보

미국 공립 학교 시스템
학생 34,000명 보호

정부

컨설팅
업계 4대 회계법인
100% 원격 글로벌 인력

글로벌 방위 계약업체
부대, 민간인 및 인력 1백만 명 이상 보호

상위 ED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게임 회사
배치 시간 75% 감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대학
위치에 상관없이 학생 및 교직원 62,000명 보호

SonicWall.com/Boun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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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트너는 2020년에 58억 개의 기업 및 자동차 IoT 엔드포인트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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