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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cout 테스트 드라이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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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전트 방식의 장치 가시성과 제어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Forescout 플랫폼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3시간의 테스트 드라이브 시간 동안, Forescout
솔루션의 가상 세션을 작동하여 5가지 실제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제품 사용 전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 관리.

비에이전트 방식의 가시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모든 측면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합니다. 다른 중요한 작업에서 리소스를 끌어오지
않아도, 연례 소프트웨어 감사로도 알지 못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치 컴플라이언스. 네트워크 장치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최신
코스 소개

테스트 드라이브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둘러보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착과 환영(첫 15분)
코스 브리핑—다과와 음료
포함(45분)
테스트 드라이브 체험(2시간)

버전인지 신속하게 확인하여 보안 감사를 간소화합니다. 그런 다음, 규정 위반을
직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이 회사 표준에 맞게 복원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세요.

세 번째: 사고 대응.

워너크라이 발생 시 Forescout 정책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프로세스
대신, 자동화된 정책을 사용하여 취약한 호스트를 신속하게 찾고 패치가 필요한 곳과
감염된 곳을 파악하세요.

네 번째: 네트워크 접근 제어.

회사의 안티바이러스 정책 변경을
실행해보세요. 워너크라이 발생으로 인해, 최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치를 반드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장치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비준수
시스템을 제한, 차단, 격리하는 새로운 수준의 제어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다섯 번째: 네트워크 분할. 방화벽 투자를 극대화하여 모든 실린더에서

서드파티 툴이 작동하도록 하세요. Forescout 플랫폼의 실시간 프로파일링 기능을
사용하여 비준수 시스템을 태그하고, 이 정보를 최고의 차세대 방화벽과 공유해
장치 분류 정책을 수립하여 오케스트레이션의 힘을 경험하세요.

투자수익률(ROI) 조정

Forescout 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으신가요?
Forescout 비즈니스 가치
ROI 툴(IDC의 비즈니스 가치
방법론 기반)을 사용하여

10분 동안 귀사의 수치를
측정하고 맞춤형 보고서를
팀원들과 공유하세요.
맞춤형 Forescout ROI
보고서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forescout.com

네트워크 사각지대를 확인하세요

숨겨진 장치는 매번 존재하며, 여러분의 네트워크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Forescout는
BYOD, IoT 및 OT 기기뿐 아니라 인프라 및 악성 시스템을 비롯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진행하며 미확인 장치에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비에이전트 방식의 완벽한 상황 인식, 장치 관리 및 조정 작업을 통해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도 사이버 위험 및 운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시성과 위험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www.
forescout.com/demo

참여 대상:

데스크톱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데스크톱 또는 헬프데스크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관리자

IT 관리자 네트워크 설계자

보안 운영 관리자

IT 분석가

보안 운영 분석가

CPE 크레딧 가능

Forescout 테스트 드라이브에 참가한 (ISC)2 명의 회원은 최대 3
개의 연속 전문 교육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시 (ISC)2 개의
회원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참고: 이 세션은 Forescout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Forescout 플랫폼에서 모범 사례
정책을 생성하고 배포해보는 기술 실습 세션입니다. 윈도우® 또는 리눅스® 노트북, Mac
북을 개인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웹브라우저로는 Google Chrome™이나 Mozilla
FireFox® 사용을 추천합니다.

Forescout의 차이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위치를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www.Forescout.com/testdrive

Forescout Technologies, Inc.
19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95134, USA
수신자 부담 (미국) 1-866-377-8771
전화 (국제) +1-408-213-3191
지원 1-708-237-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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