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Coat Full Proxy Edition ProxySG 300/600
보안은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FULL PROXY EDITION
PROXYSG 300/600

Blue Coat Full Proxy Edition ProxySG 제품군은 Blue Coat 보안 및 정책 강화 센터의 일부로서 기업에 맞는 완벽한 웹
보안 및 WAN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ProxySG는 웹 통신을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확장성 있는 프록시 플랫폼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ProxySG는 콘텐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토콜을 탄력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roxySG는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86% 이상이 선택한 제품입니다.
완벽한 보호 및 제어

계층형 방어 보안 프레임워크

ProxySG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웹 트래픽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는 강력한
사용자 인증, 웹 필터링, 데이터 손실 또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콘텐츠 검사, WebPulse™
협업 클라우드 방어에 대한 보안 검사, SSL 트래픽
검사 및 검증, 콘텐츠 캐싱 및 트래픽 최적화,
대역폭 관리, 스트리밍 미디어 분할 및 캐싱,
프로토콜별 메서드 제어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웹 콘텐츠 필터링, 제거 또는 교체 기능이
있습니다. ProxySG의 새로운 웹 어플리케이션 정책
엔진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분화된 가시성
및 제어를 제공합니다. ProxySG는 콘텐츠 제어 및
정책 유연성으로 보안 웹 게이트웨이의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웹 보안과
가속화를 지사에 구현하는 독점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통하여 지사에 있는 사용자는 본사에
있는 사용자와 동일한 보안 적용을 받으며 인터넷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 인식, 웹 콘텐츠 및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7,500
만 이상의 사용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협업 클라우드
방어 서비스인 WebPulse를 ProxySG와 통합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집단 인텔리전스를 통해 최고의
직접 제어를 제공하는 통합 설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ProxySG를 Blue Coat WebFilter와 함께
배포하면 원격 사용자 보호, 필터링 및 가속화를
지원하는 WebPulse 클라우드 서비스와 Blue Coat
ProxyClient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Blue Coat
ProxyAV와 ProxySG는 세계적인 수준의 맬웨어
백신 엔진을 채택하여 SSL을 포함한 최고 성능의
인라인 위협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증된 DLP
파트너를 통해 ProxySG에서 S-ICAP 또는 표준
ICAP를 이용해 데이터 손실 방지 통합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 및 신뢰성
다중 코어 기반의 새로운 하드웨어 혁신 기술을
도입한 ProxySG와,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는 SGOS
운영 체제를 적절한 성능과 가격을 갖춘 300 및 600
시리즈의 여섯 가지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GOS는 웹 개체 처리 및 보안에 적합하게 설계된

마이크로 커널로 특별한 관리나 패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매년 경쟁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상태 검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Director가 ProxySG
웹 게이트웨이의 중앙 집중식 장치, 라이선스 및
정책을 관리합니다.

확장성 및 TCO 절감
Blue Coat 보안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고객의 TCO를 낮춰
줍니다. 성능 혁신의 측면에서는 대체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드웨어 수, 랙 공간 및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새로운 방어
기술은 WebPulse 클라우드에 원활하게 추가하여
보호 수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원격 사용자
그룹을 확장하여 사무실과 ProxyClient 사이의
통신뿐 아니라 WebPulse에 의한 보호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200억 개 로그 라인의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내장된 단일 서버에서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통해 원격 웹 게이트웨이와
원격 사용자를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데이터시트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록시 장비 제공

데이터시트

ProxySG, WebFilter 및 ProxyAV를 함께 배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 Web 2.0 위협 보호

• IPv6 완전 구현

• 실시간 웹 콘텐츠 평가

• IPv4에서 IPv6로 마이그레이션

• 주문형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 IPv6 고급 정책 관리

• Web 2.0 매쉬업 콘텐츠 필터링
• 인라인 위협 분석(AV 5개 선택)
• 소셜 네트워킹 위협 보호
• 트루 파일 형식 검사
• 압축된 아카이브 분석
• 파일 및 첨부 파일 필터링
• 하드웨어 기반 SSL 성능
• 데이터 손실 방지 통합
• 프록시 회피 차단
• 웹 어플리케이션 & 운영 제어
• 프로토콜 메서드 제어
• 대역폭 관리
• 미디어 스트림 분할 및 캐싱
• 가속화 및 최적화
• 투명하거나 명시적인 배포

Blue Coat는 7,500만 사용자의 WebPulse 클라우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Web 2.0 위협에 대한 계층형 방어를 제공함
으로써 웹 게이트웨이와 원격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ProxySG는 탁월한 정책 유연성, 성능 및 신뢰성을 제공하여 네트워
크를 보호하고 콘텐츠 속도를 높입니다.

PROXYSG 300 및 600 시리즈 전체
규제
안전

IEC60950 (CB 인증제도), UL60950 (미국), CSA C22.2 No.60950 (캐나다), EN60950 (CE/유럽), CNS14336 (대만), GB4943 (중국), MEK60950 (러시아), NOM-019 (멕시코),
AS/NZS 60950-1 (호주/뉴질랜드)

전자파 적합성(EMC)

CISPR22/CISPR24 (국제), EN55022/EN55024 (CE/유럽), FCC part 15 (미국), ICES-003 (캐나다), VCCI V-3 (일본), AS/ZNS-CISPR22 (호주/뉴질랜드), CNS13438 (대만 BSMI),
51318.22/51318.24 (러시아), GB9254/GB17625 (중국), EM:KN22/IM:KN24 (대한민국). 전 기준 전자파 방사 Class A 획득.

환경

RoHS-지침 2011/65/EU, REACH-규칙 No 1907/2006

제품 보증

배송일로부터 1년 동안 제한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BlueTouch 지원 계약이 상시 소프트웨어 지원과 하드웨어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정부 인증

정부 인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Federal_Certifications@bluecoat.com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특정 규제 준수 인증에 관한 문의 및 지원 관련 사항은 regulatoryinfo@bluecoat.com에 문의하십시오.

데이터시트

PROXYSG 300 시리즈

보안은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SG300-5

SG300-10

물리적 속성

SG300-25

라이선스 용량
사원 수

치수 및 무게
30

150

제한 없음

시스템
디스크 드라이브

250GB SATA 1개

250GB SATA 1개

250GB SATA 1개

RAM

2GB RAM

2GB RAM

4GB RA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합 1000 Base-T 포트 2개 우회 모드
(SSL 카드)
통합 1000 Base-T 포트 1개 관리용

PROXYSG 600 시리즈

SG600-10

SG600-20

데스크, 랙 마운트(랙 마운팅 시 필요한 표준 랙 선반)

치수
(세로 x 가로 x 높이)

26.4cm x 21.1cm x 4.14cm*
27.1cm x 21.1cm x 4.14cm **

무게(최대)

2.6kg

작동 환경
전원

AC 전원 100-240V, 50-60Hz, 0.82A-0.32A

최대 전원

65W

발열량

221BTU/Hr

온도

5 ~ 40°C(해면기준)

습도

20 ~ 80% 상대 습도, 비응축

고도

최대 3,048m

물리적 속성

SG600-35

라이선스 용량
사원 수

엔클로저

치수 및 무게
500

1,000

제한 없음

시스템
디스크 드라이브

250GB SATA 1개

250GB SATA 2개

250GB SATA 2개

RAM

4GB RAM

4GB RAM

4GB RAM

온보드 포트

통합 1000 Base-T 포트 2개 우회 모드,
통합 1000 Base-T 포트 1개 관리용,
온보드 SSL

NIC(옵션)

1000 Base-F 카드 4개(쿼드 GigE 광섬유 SX)
1000 Base-T 카드 4개(쿼드 GigE 우회모드)

엔클로저

19인치 랙 마운트

치수
(세로 x 가로 x 높이)

39.7cm x 42.7cm x 4.25cm*
40.6cm x 48.1cm x 4.25cm**

무게(최대)

5.5kg(600-10)***
5.7kg(600-20/-35)***

작동 환경

*

전원

AC 전원 100-240V, 50-60Hz, 2.16A-0.76A

최대 전원

150W

발열량

511.5BTU/Hr

온도

5 ~ 40°C(해면기준)

습도

20 ~ 80% 상대 습도, 비응축

고도

최대 3,048m

섀시만 측정한 경우

** 확장부 포함(손잡이 및 받침대)
*** 무게, 전원 코드 제외

Blue Coat Systems Inc.
www.bluecoat.com
KR Blue Coat Y.H.
www.bluecoat.co.kr
전화: 82-2-6000-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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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트

ProxySG, WebFilter 및 ProxyAV를 함께 배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업무
효율을 높입
니다

• Web 2.0 위협 보호

• IPv6 완전 구현

• 실시간 웹 콘텐츠 평가

• IPv4에서 IPv6로 마이그레이션

• 주문형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 IPv6 고급 정책 관리

• Web 2.0 매쉬업 콘텐츠 필터링
• 인라인 위협 분석(AV 6개 선택)
• 소셜 네트워킹 위협 보호
• 트루 파일 형식 검사
• 압축된 아카이브 분석
• 파일 및 첨부 파일 필터링
• 하드웨어 기반 SSL 성능
• 데이터 손실 방지 통합
• 프록시 회피 차단
• 웹 어플리케이션 및 운영 제어
• 프로토콜 메서드 제어
• 대역폭 관리
• 미디어 스트림 분할 및 캐싱
• 가속화 및 최적화
Blue Coat는 7,500만 사용자의 WebPulse 클라우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Web 2.0 위협에 대한 계층형 방어를 제공함으로써 웹
게이트웨이와 원격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ProxySG는 탁월한 정책 유연성, 성능 및 신뢰성을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콘텐
츠 속도를 높입니다.

• 투명하거나 명시적인 배포

PROXYSG 900 및 9000 시리즈 전체
규제
안전

IEC60950 (CB 인증제도), UL60950 (미국), CSA C22.2 No.60950 (캐나다), EN60950 (CE/유럽), CNS14336 (대만), GB4943 (중국), MEK60950 (러시아),
NOM-019 (멕시코), AS/NZS 60950-1 (호주/뉴질랜드)

전자파 적합성(EMC)

CISPR22/CISPR24 (국제), EN55022/EN55024 (CE/유럽), FCC part 15 (미국), ICES-003 (캐나다), VCCI V-3 (일본), AS/ZNS-CISPR22 (호주/뉴질랜드), CNS13438 (대만 BSMI),
51318.22/51318.24 (러시아), GB9254/GB17625 (중국), EM:KN22/IM:KN24 (대한민국). 전 기준 전자파 방사 Class A 획득.

환경

RoHS-지침 2011/65/EU, REACH-규칙 No 1907/2006

제품 보증

배송일로부터 1년 동안 제한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BlueTouch 지원 계약이 상시 소프트웨어 지원과 하드웨어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정부 인증

정부 인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Federal_Certifications@bluecoat.com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특정 규제 준수 인증에 관한 문의 및 지원 관련 사항은 regulatoryinfo@bluecoat.com에 문의하십시오.

데이터시트

PROXYSG 900 시리즈

보안은 업무
효율을 높입
니다

SG900-10B

SG900-20

SG900-30

SG900-45

SG900-55

라이선스 용량
사원 수

치수 및 무게
3,500

6,0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스템
디스크 드라이브

1TB SAS 2개

1TB SAS 2개

1TB SAS 3개

1TB SAS 4개

2TB SAS 4개

RAM

8GB RAM

8GB RAM

12GB RAM

16GB RAM

32GB RAM

온보드 포트

통합 1000 Base-T 포트 2개 우회 모드,
통합 1000 Base-T 포트 2개(우회모드 아님), 온보드 SSL

NIC(옵션)

1000 Base-T 4개(구리),
1000 Base-F 4개(광섬유-SX)

전원 공급 장치

PROXYSG 9000 시리즈

1*

1*

2

2

2

SG9000-20B

SG9000-30

SG9000-4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디스크 드라이브

1TB SAS 8개

1TB SAS 10개

1TB SAS 15개

RAM

24GB RAM

40GB RAM

64GB RAM

온보드 포트

1000 Base-T 4개: 관리용 1개, 예비용 1개, 1쌍 브리지 연결(WAN & LAN), SLL 카드

개방 슬롯

PCI-E 3개

KR Blue Coat Y.H.
www.bluecoat.co.kr
전화: 82-2-6000-7050

PCI-E 3개

PCI-E 2개

4-포트 1000 Base-T 구리(2 브리지), 4-포트 1000 Base-F 광섬유(2 브리지)
2-포트 10G Base-CX4 구리(1 브리지), 2-포트 10G Base-SR 광섬유(1 브리지)**

* 이중화된 전원 옵션
** 2-포트 10G Base-SR 광섬유 카드 사용 시 SGOS 6.2 이상 필요

Blue Coat Systems Inc.
www.bluecoat.com

19인치 랙 마운트

치수
(세로 x 가로 x 높이)

43.3cm x 59.5cm x 4.3cm(섀시만)
48.4cm x 62.3cm x 4.3cm(섀시, 확장 포함)

무게(최대)

약 18Kg

전원

이중화된 전원 가능(핫 스왑 가능), AC 전원 100-240V, 50-60Hz, 6.0-3.0A

최대 전원

400W

발열량

1,365BTU/Hr(최대)

온도

5 ~ 40°C(해면기준)

습도

20 ~ 80% 상대 습도, 비응축

고도

최대 3,048m

물리적 속성
치수 및 무게

시스템

NIC(옵션)

엔클로저

작동 환경

라이선스 용량
사원 수

물리적 속성

엔클로저

19인치 랙 마운트

치수
(세로 x 가로 x 높이)

66.7cm x 42.7cm x 17.2cm(섀시만)
72.7cm x 48.0cm x 17.2cm(섀시, 확장 포함)

무게(최대)

약 40kg

작동 환경
전원

AC 전원 100-240V, 50-60Hz, 9.0-4.5A

최대 전원

750W

발열량

3,300BTU/Hr(최대)

온도

5 ~ 40°C(해면기준)

습도

작동: 20 ~ 80% 상대 습도, 비응축,
보관: 10 ~ 90% 상대 습도, 비응축

고도

작동: 최대 3,048m, 보관: 최대 12,192m

© 2013 Blue Coat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Blue Coat Systems, Inc.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제하거나 어떠한 전자 매체로도 변환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발행일 현재에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Blue Coat 측의 책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Blue Coat는 발행일 이후에 제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정보 목적에 한합니다. Blue Coat는 본 문서의 내용을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미국에서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Blue Coat는 본 문서에서 언급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을 미국 외 국가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서 현재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는 Blue Coat 현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본 문서에 인용된 Blue Coat의 제품, 기술 서비스 및 기타 기술 관련 데이터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및 제재법, 규정 및 요구 사항의 영향을 받으며 기타 국가의 수출 또는 수입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법,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에 동
의하며 수출, 재수출, 국내에서의 이송 또는 귀하에게 배송된 후 수입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라이선스,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획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Blue Coat는 본 문서에 설명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 출원 중일 수 있습니다. 본
문서 제공은 이러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Blue Coat, ProxySG, PacketShaper, CacheFlow, IntelligenceCenter 및 BlueTouch는 미국 및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Blue Coat System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해
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v.DS-SGOS-900-9000-A4-EN-v9b-0513

DATASHEET

Deploy ProxySG, WebFilter and ProxyAV together to enable:

Security
Empowers
Business

• Advanced web threat protection and
Negative Day Defense
• Real-time web content ratings
• On-demand cloud intelligence
• Web 2.0 mashed up content filtering
• Inline threat analysis (four AV choices)
• Social networking threat protection

• IPv4 to IPv6 migration

• Protocol method controls

• IPv6 advanced policy management

• Bandwidth management

• File and attachment filtering

• Media stream splitting and caching

• Data loss prevention integration

• Acceleration and optimization

• Proxy avoidance blocking

• Transparent or Explicit deployment

• Web, mobile web, and native application and
operation controls
Remote Users

• True file type checks
• Compressed archive analysis
• Full IPv6 implementation

Cloud
Service

Blue Coat provides a layered defense
against Web 2.0 advanced web threats
leveraging WebPulse cloud intelligence
from over 75M users to protect the Web
gateway and remote users. ProxySG
provides unmatched policy flexibility,
performance and reliability to secure
networks and accelerate content.

PROXYSG SERIES

Branch Office

WebPulse

WebFilter

ProxySG

SG S400-20

SG S400-30

SG S400-40

SG S500-10

SG S500-20

6000

14000

Unlimited

Unlimited

Unlimited

Disk Drives

3 x 1TB SAS

6 x 1TB SAS

8 x 1TB SAS

8 x 1TB SAS

16 x 1TB SAS

RAM

16GB

24GB

32GB

64GB

128GB

Onboard Ports

(2) 1000Base-T Copper ports (with bypass)
(2) 1000Base-T Copper ports (non-bypass)
(1) 1000Base-T Copper, BMC Management Port

Optional NICs

4 x 10/100/1000Base-T (Copper with bypass capability)
4 x 1GbE Fiber-SR (with bypass capability, full height slot only)
2 x 10Gb Base-T (Copper with bypass capability)
2 x 10Gb Base-T (Copper non-bypass)
2 x 10Gb Fiber (SR with bypass capability)
2 x 10Gb Fiber (LR with bypass capability)

Available Slots

1 full height / 1 half height

Power Supplies

2

ProxyAV

LICENSE CAPACITY
Employee Count
SYSTEM

2

(2) 10Gb Base-T Copper ports (with bypass)
(2) 10Gb Base-T Copper ports (non-bypass)
(1) 1000Base-T Copper, System Management Port
(1) 1000Base-T Copper, BMC Management Port

2

2 full height

2 full height / 3 half height

2

2

DATASHEET

PHYSICAL PROPERTIES

Security
Empowers
Business

SG S400

SG S500

Dimensions

572mm X 432.5mm X 42.9mm ( 22.5in X 17.03in X 1.69in) (chassis only)
643mm X 485.4mm X 42.9mm (25.3in X 19.11in X 1.69in) (chassis with extensions)
1 RU height

710mm x 433.3mm x 87.2mm (27.95in x 17.05in x 3.43in) (chassis only)
812.8mm x 433.4mm x 87.2mm (32in x 17.06in x 3.43in) (chassis with extensions)
2 RU height

Weight (maximum)

Approx. 12.8 kg ( 28 lbs) +/- 5%

Approx. 30kg (66.12 lbs) +/- 5%

Power

Dual redundant and hotswappable power supplies,
AC power 100-127V @ 8A 200-240V @ 4A, 47-63Hz

Dual redundant and hot swappable power supplies,
AC power 100-240V, 50-60Hz, 12-5A (DC power available)

Maximum Power

450 Watts

1100 Watts

Thermal Rating

Typical: 1086 BTU/Hr, Max: 1381 BTU/Hr

Typical: 2598.42 BTU/Hr, Max: 3751 BTU/Hr

Temperature

5°C to 40°C (41°F to 104°F) at sea level

5°C to 40°C (41°F to 104°F) at sea level

Humidity

20 to 80% relative humidity, non-condensing

20 to 80% relative humidity, non-condensing

Altitude

Up to 3048m (10,000ft)

Up to 3048m (10,000ft)

DIMENSIONS AND WEIGHT

OPERATING ENVIRONMENT

FOR ALL PROXYSG S400 AND S500 SERIES

Blue Coat Systems Inc.
www.bluecoat.com
Corporate Headquarters
Sunnyvale, CA
+1.408.220.2200
EMEA Headquarters
Hampshire, UK
+44.1252.554600
APAC Headquarters
Singapore
+65.6826.7000

REGULATIONS

SAFETY

ELECTROMAGNETIC COMPLIANCE (EMC)

International

CB – IEC60950-1, Second Edition

CISPR22, Class A; CISPR24

USA

NRTL – UL60950-1, Second Edition

FCC part 15, Class A

Canada

SCC – CSA-22.2, No.60950-1, Second Edition

ICES-003, Class A

European Union (CE)

CE – EN60950-1, Second Edition

EN55022, Class A; EN55024; EN61000-3-2; EN61000-3-3

Japan

---

VCCI V-3, Class A

Mexico

NOM-019-SCFI by NRTL Declaration

---

Argentina

S Mark – IEC 60950-1

---

Taiwan

BSMI – CNS-14336-1

BSMI – CNS13438, Class A

China

CCC – GB4943.1

CCC – GB9254; GB17625

Australia/New Zealand

AS/NZS 60950-1, Second Edition

AS/ZNS-CISPR22

Korea

---

KC – RRA, Class A

Russia

CU – IEC 60950-1

GOST-R 51318.22, Class A; 51318.24; 51317.3.2; 51317.3.3

ENVIRONMENTAL

RoHS-Directive 2011/65/EU, REACH-Regulation No 1907/2006

PRODUCT WARRANTY

Limited, non-transferable hardware warranty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date of shipment.
BlueTouch Support contracts available for 24/7 software support with options for hardware support.

GOV’T CERTIFICATIONS

For further government certification information please contact Federal_Certifications@bluecoat.com

MORE INFO

Contact regulatoryinfo@bluecoat.com for specific regulatory compliance certification questions and support

© 2014 Blue Coat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Blue Coat, the Blue Coat logos, ProxySG, PacketShaper, CacheFlow, IntelligenceCenter, CacheEOS, CachePulse, Crossbeam, K9, the K9 logo, DRTR, Mach5, Packetwise, Policycenter, ProxyAV, ProxyClient,
SGOS, WebPulse, Solera Networks, the Solera Networks logos, DeepSee, “See Everything. Know Everything.”, “Security Empowers Business”, and BlueTouch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Blue Coat Systems, Inc. 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certain
other countries. This list may not be complete, and the absence of a trademark from this list does not mean it is not a trademark of Blue Coat or that Blue Coat has stopped using the trademark. All other trademarks mentioned in this document owned by third partie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is documen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Blue Coa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as to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Blue Coat products, technical services, and any other technical data
referenced in this document are subject to U.S. export control and sanctions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nd may be subject to export or import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You agree to comply strictly with these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nd
acknowledge that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obtain any licenses, permits or other approvals that may be required in order to export, re-export, transfer in country or import after delivery to you. v.DS-SGOS-S400-S500-EN-v1g-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