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APT 장비와 비교하세요.

백신,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avast!
엔드포인트 For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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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st! 엔드포인트 for 서버 사용으로 서버 보안 위협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조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中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항목에 대응
2.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 – AVAST의 부팅 검사와 실시간 안티 루트킷 방어 기능
3. 기업 운영에 필요한 TCO ( total cost of ownership ) 절감
4. 국내 백신프로그램 10개 중 4개는 가짜이므로 ( 경향신문 2013년 1월 15일 뉴스 기사 中 )
검증된 백신 SW 사용을 통해 고객사 정보 보안 필요

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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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APT 장비와 비교하세요. 백신,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백신 시장 점유율 1위!! avast! 기업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대응 ( 필수사항 )

복합 다중 방어 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기술적 보호 조치 충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응

avast의 개별 기능들은 개별기능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기능들이 다중 계층 구조를
형성하여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

시스템 보호
 매일 650만개 이상의 악성코드 탐지
 실시간 시스템 보호 기능
 진보된 행위 기반 탐지 기술 적용

휴리스틱
진보된 휴리스틱 엔진의
사전 탐지 기능은 기본

검증된 신뢰도와 인지도
 시장 점유율 1위 ( OPSWAT ), 여러 기관으로부
터 최고의 글로벌 백신 제품으로 인정
 전 세계 2억 명의 사용자들이 새로운 멀웨어에 대
한 감시자로 활동
 바이러스 및 오진 신고 후 평균 4시간 이내 처리,
최장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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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Protection

Resources (%)
Less is better

for Business Data
 복합적인 보안 솔루션

 Antivirus와 anti-spyware 방어
 Phishing 방어

 파일 서버 보호
 SharePoint에 최적화
 낮은 시스템 리소스 사용

avast! Avira

AVG McAfee Eset Kaspersky

 높은 성능의 서버 방어 시스템
 데이터 손실을 발생시키는 멀웨어 방지
 쉬운 설치와 간편한 최적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harePoint 지원
MS SharePoint 2003/2007/2010/2013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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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백신 어베스트!

서버의 안정성 강화

낮은 총 소유 비용 ( TCO )

쉬운 사용과 설치 방법에 따른 운영 리스크 감소

네트워크 복잡성을 줄이고 관리 기능 집중화

[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03 SP2 이상 │ Windows Server 2008 SP1 이상
│ Microsoft SharePoint 2003 / 2007 / 2010 / 2013 Server

│

[ 설치 스펙 ]
Pentium Ⅲ 이상 │ 256 MB RAM 또는 512 MB RAM 이상 │
* Windows 2008 이상의 경우 - 500 MB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 하드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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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