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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 

저작권 © 2018–2023 Quick Heal Technologies Ltd. 판권 소유. 

Quick Heal Technologies Limited (Marvel Edge, Office No.7010) 의 사전 허가 없이 이 

간행물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재생산, 복제 또는 수정하거나 정보 검색 시스템, 

전자 또는 기타 매체에 통합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전송할 수 없습니다. C & D, 7 층, Viman 

Nagar, Pune 411014, Maharashtra, India. 

Quick Heal Technologies Ltd.에서 승인한 사람을 제외하고 마케팅, 배포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법적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 

Seqrite 및 DNAScan 은 Quick Heal Technologies Ltd.의 등록 상표이며 Microsoft 및 

Windows 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브랜드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라이선스 조건 

Seqrite Endpoint Security 의 설치 및 사용은 사용자가 Seqrite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조건을 읽으려면 http://www.seqrite.com/eula 를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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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rite Endpoint Security Cloud 소개 

Seqrite Endpoint Security Cloud 는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 배포된 여러 Endpoint Security 

제품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IT 관리자는 

클라우드에 쉽게 연결하여 최신 보안 상태를 보고, 제품 정책을 구성하고, 알림을 받고, 

단일 대시보드에서 중요한 네트워크 이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qrite Endpoint 

Security Cloud 는 또한 Seqrite 제품에 대한 클라우드에서 정책 구성, 백업 등을 용이하게 

합니다. 

사용 가능한 맛 

Seqrite Endpoint Security Cloud 는 다음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기준 

• 고급의 

• 프리미엄 

다음 표에는 플레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능 / 에디션 기준 고급의 프리미엄 

바이러스 백신   

안티랜섬웨어   

이메일 보호   

IDS/IPS 보호   

방화벽   

피싱 방지   

브라우징 보호   

취약점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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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팸    

웹 보안    

고급 장치 제어    

애플리케이션 제어   

자산관리    

튠업     

데이터 손실 보호 고급 및 프리미엄과 함께 애드온 팩으로 

사용 가능 파일 샌드박스 

Seqrite HawkkHunt 평가판 및 상업용 라이센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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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 

• 파일 샌드박스 - 파일이 악성인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위해 

의심스러운 파일을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추가 기능입니다. 

• Sandboxing Detonation 횟수는 HawkkEye 의 라이선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Sandbox Detonation 은 Sandbox 보안 테스트가 안전하고 격리된 환경에서 의심스러운 

코드를 실행하고 코드의 동작 및 출력을 모니터링하여 맬웨어를 탐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폭발"이라고 합니다. 

• 정부 고객을 위한 향상된 GEM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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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 파일 폭파 응답이 1 시간 이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상태가 '진행 중'으로 나타납니다. 

• 샌드박싱 보고서 테이블의 페이지 매김은 최근 파일 제출 횟수를 반영하기 위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해야 합니다. 

• 한국어/일본어 로케일의 경우 하드코딩된 문자열 "위협 없음"이 샌드박스 보고서 

테이블의 '위협 유형' 열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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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지원 

Seqrite 는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한 경우 

다음 URL 에서 제공되는 옵션을 사용하여 기술 지원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qrite.com/seqrite-support-center 

 

https://www.seqrite.com/seqrite-support-center
https://www.seqrite.com/seqrite-support-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