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베스트! 엔드포인트
새로운 어베스트!엔드포인트은 엔드포인트 컴퓨터와 원격지원 관리를 위한 표준의 보호를 제공하며, 최대 200대의 컴퓨터 및 서버가 아닌 작은 회사의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만약 "스탠다드" 보호로 충분하지 않다면, "플러스" 버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안티 스팸, 방화벽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네트워크에는 스몰 오피스 관리자 툴을 추천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에는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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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양:
워크스테이션
Windows 8, 7, Vista , XP

주요특징- 어베스트! 엔트포인트
워크스테이션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스파이웨어 엔진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항하는 혁신적인 검사 엔진

256 MB RAM
380 MB 여유 하드디스크 공간
improved! 자동 샌드박스
수상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 자동으로 어베스트 샌드박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사용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행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향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취급할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안티 루트킷 보호
컴퓨터의 OS가 로드 될 때 일반적인 백신에서는 볼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말웨어(루트킷)를 방어

improved! 브라우저 샌드박스
마우스 한 번의 클릭으로 웹 브라우저를 시스템에서 완전히 격리한 채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브라우저가 해킹이나 하이제킹을 당해도 시스템은 안전하게 됩니다.

new! 스트리밍(실시간)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위해 기다릴 필요없이 어베스트 바이러스 연구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바이러스 시그니쳐를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PC의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됩니다.
new! 파일 평판 시스템
파일평판은 어떤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 파일이 안전한 지를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일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파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기술은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검사 엔진이 이 파일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스몰 오피스 관리(AOA)
Internet Explorer 6 이상
실버라이트 지원되는 웹브라우저
인터넷 연결

엔터프라이즈 관리(EA)
어베스트! 엔터프라이즈 관리자 서버
Windows XP, Vista, 7, 8 x32/64bit

Windows 2003/2008/2011 x32/64bit
128MB RAM, 600MB 여유 하드디스크 공간

improved! 웹 평판
어베스트 7 버전은 웹브라우저에 웹평판을 탑재하여 피싱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차단합니다.

SQL 2008R2
관리자 콘솔

위∙변조된 사이트나 SSL 인증이 잘못된 사이트 등을 차단할 수 있으며 https와 같은 호환된 사이트로

Windows XP, Vista, 7, 8 x32/64bit

부터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웹평판은 인터넷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에서

Windows 2003/2008/2011 x32/64bit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8MB RAM, 250MB 여유 하드디스크 공간
Internet Explorer 6 이상

improved! 세이프존 ™
어베스트 프로 및 인터넷 시큐리티에서 사용 가능한 세이프존은 일반적인

브라우저가 아닌 가상환경 모드에서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안상 완전히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매우 쉬운 설치 및 채택
IT 관리자가 아니어도 쉽게 중앙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7 등을 준비해 주시면 어베스트 전문가가
무료로 중앙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드립니다(원격지원).

예약 기능 및 강제 검사
어베스트는 자정이나 업무 외 시간에 작업을 하도록 모든 기능에 대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에서 직접 검사하지 않아도 수 많은 PC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몰 오피스 관리자
웹-기반의 콘솔
현재 문제와 권장 솔루션의 대시 보드 목록 쉽게 사용합니다.

원격 설치 및 업데이트
개별 엔드포인트 제품을 많은 PC에 설치 적용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단, 액티브디렉터리 사용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설치파일을 이 메일 및 파일로 배포하여 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관리자 콘솔에서 직접 보고서를 만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보고서를 지원합니다.

보고서는 PDF, HTML, DOC 형태의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일, 주간, 월별 보고서 등으로 예약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고
네트워크 상태나 PC 감염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 정의의 다양한 보안 상황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설정하면 이메일로 경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윈도우 POPUP 메시지나 네트워크 프린터 등으로 경고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경고
감염 상황이나 비 인가된 어떤 활동이 감지될 때 중앙관리 콘솔은 실시간으로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사용자 친화적인 중앙 관리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접속

보고서

경고를 수신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어베스트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증가분 데이터만
자동으로 추가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데이터통신을 최소화하여 빠르고 즉각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관리자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수많은 미러 서버를 구성하여

계층적

서버가 인터넷에서 단절되어도 어베스트 서버로부터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어베스트 엔터프라이즈 중앙관리는 C/S 방식의 인터페이스와 트리 구조로
기기를 관리합니다. 트리 구조는 지역적으로 또는 조직 단위별로 구성이
가능하며 각 트리에는 관리자를 할당하고 각각의 권한과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는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텍스트 파일에서 구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계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내부 네트워크에 미러 서버를 구성하며 내부 미러

보안
어베스트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는 기업 보안 정책에 따라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특별한 접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작업, 컴퓨터
이벤트, 컴퓨터 그룹)에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최고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모든 통신은 디지털 서명을 갖추고 SSL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화

새로운 PC 및 보호되지 않는 PC를 자동 탐색
잠재적인 PC나 보호받지 않는 PC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찾아내어

PC발견 및 원격 채택

통지해 줍니다.

어베스트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는 액티브디렉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개의
도메인을 사용하여도 어베스트 백신을 네트워크 상의 어떤 PC나 서버에 배포

상세한 보고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상의 보호되지 않는 PC나 새로운 PC를

어베스트 사용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A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치파일을
이메일이나 파일로 배포하여 설치하시면 쉽게 서버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을 사용합니다.

노트북 사용자 지원
네트워크 밖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베스트에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네트워크 안이나 밖에서도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하며 VPN
사용자도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품에 정보를 위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www.avastkorea.com

인증 기관:
Telephone 02-3486-922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 빌란트 2차
1212호

Fax 02-3486-9331
Web www.avastkorea.com
Twitter twitter.com/avastkorea
Facebookf acebook.com/avast0
Blog blog.avastkorea.com/

(주)소프트메일 어베스트팀은 (주)소프트메일이 AVAST Software a.s.와의 협력계약
(Country Distributor)을 통해 어베스트 백신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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