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산업 분야의 최대 규모 기업들이 베리타스 솔루션 채택

베리타스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베리타스의 통합형 제품 포트폴리오는
강력한 통합 기술 에코시스템이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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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는 리서치 간행물에 명시된 어떤 벤더, 제품, 서비스도 보증하지 않으며 기술 사용자에게 최고 평점 또는 기타 명칭의 벤더를 선택하도록 조언하지 않습니다. Gartner 리서치 간행물은 Gartner 리서치 조직의 
견해를 담은 것이므로 사실의 진술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Gartner는 상업성 및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비롯하여 해당 연구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거부합니다. GARTNER는 
미국의 Gartner, Inc. 및/또는 해당 계열사의 상표 및 서비스 표로, 허가 하에 사용됩니다. All rights reserved.

1. 베리타스는 현재 유효한 서명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난 4분기 동안 허용 가능 유지 보수 만료 계약을 보유한 회사를 고객으로 정의합니다. 
2. https://fortune.com/global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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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e지 글로벌 500대
기업² 중 베리타스 선택

91% 

베리타스는 검증된 기술 혁신과 함께 엔터프라이즈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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