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ast! 프리 안티바이러스
avast! 프리 안티바이러스 2014 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업체로써 지속될 우리의 유산입니다. avast! 2014 제품군은
강력한 지능형 안티바이러스를 포함합니다. –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CommunityIQ 와 함께 – 새로운 악성 코드를 빠르게 잡기 위해 실시간으로 컴
퓨터에 매일 수 백의 마이크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게다가, 현재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품을 제거하지 않고 즉시 현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타사 보안 제품이 잡지 않는 악성코드를 잡기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여러분의 보안 제품과 함께 동작합니다.

주요 기능 - AVAST! 프리 안티바이러스
빠른

날렵한

시스템 요구 사양:

강화된! 안티바이러스 & 안티-스파이웨어 엔진 성능

새로운! 안전하고 & 은밀하게 검색하다

PC:
Pentium 3 Processor, 128 MB RAM
400 MB 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
Microsoft Windows XP SP2/ Vista/ 7/ 8/ 8.1
(32/64 bit)

검사 엔진은 EXE 파일을 두 배 빠르게 검사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치 추적 금지 기능을 브라우저 플러그인에 추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온라인 활

– 텍스트 내용 검사 (웹 페이지 및 문서 등) 는 10 배 더 빨라졌습니다.

동을 추적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새로운, 직관적

강화된! 지속적인 스트리밍 업데이트

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웹 사이트의 안전도가 어느 수준인지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엄지

매일마다, 250번 이상의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 업데이트(간단한 텍스트 메시지 크기,

3~5 분 간격)는 제로-데이 위협에 대해 실시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손가락을 위로 또는 아래로 추가 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클라우드 검사

강화된! 설치
우리는 설치 파일의 크기를 절반가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avast! 다운로드/설치가 더 빨
라졌습니다. 그리고 설치 과정은 원-클릭으로
간단해져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온라인 설치 프로그램은 항상 avast! 의 최신 버전을 설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업데이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검사 기능과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한 크라우드소스(Crowdsource) 기반의 분석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최적화된 메
커니즘을 포함합니다 현재 파일들은 의심스러운 코드나 행동 그리고 지시를 검사하는 탐지 기술
의 여러 계층을 통해 전달됩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이전의 분석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를 배우는 인공 지능 기술과 미래 탐지를 위한 지식을 사용합니다.

간소화

새로운! 딥스크린
새로운 딥스크린 기술은 avast! 2014 에서 새로운 파일이나 알 수 없는 파일에 대해 좀 더 지능적

새로운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UI)
이전의 성공적인 avast! UI에 이어, 우리는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인 인터페이스는 웹 브라우징을 하는 동안 피싱(phishing)을 방지하고 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있는

경험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는 사용법과 작업 버튼을 단순 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간단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강화된! 감시 보호
버전 2014 에서, 우리는 감시의 수를 3 개로 재 정립 하였습니다. - 파일 감시, 웹 감시, 그리고 메
일 감시. 웹 감시는 네트워크 감시와 스크립트 감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일 감시는 인스턴
트 메신저와 P2P 감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수를 줄이면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보
다 쉽게 사용하도록 만들고 모든 감시 층의 통신 방식을 간소화합니다.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동적 바이너리 해석과 DynaGen 같은 새로운 기술로
오토샌드박스의 후속 기능인 딥스크린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Dynagen은 인공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행동 시그네처 업데이트를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새로운! 강화 모드 (화이트리스트)
강화 모드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널리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화이트리스트가 아닌(공격모드) 또는 낮은 등급(보통 모드)의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 메뉴 바의 안티바이러스 탭
아래, 환경 설정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5 년 간

기타 특징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보안 소프트웨어

새로운 기능! 복구 디스크

avast! 2014는 avast! 설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CD 또는 DVD에 저장이 가

-현재 약 2 억의
PC, MAC 그리고
Androids를 보호 중.

능합니다. 사용자의 PC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PC로 깨끗하게 복원하기 위해 avast
를 실행할 디스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강화된! AVAST! 계정 통합

avast! 2014와 직결된 avast! 계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제어합니
다. avast!가 실행되고 있는 사용자의 모든 디바이스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안에 사용자의 avast! 계정을 완벽하게 통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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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베스트 제품과의 비교:
AVAST!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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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바이러스

AVAST! 인터넷
시큐리티

AVAST! 프리미어

안티바이러스 엔진
브라우저 클린업
소프트웨어 업데이터*
온라인 시큐리티 플러그인**
복구 디스크
강화 모드

avast! 세이프존
방화벽
안티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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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st! 프리 안티바이러스에서*수동 모드 | avast! 프로 안티바이러스 / 인터넷 시큐리티에서자동 모드 | avast! 프리미어에서 조용 모드

ava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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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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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vastkorea.com
twitter.com/avastkorea
facebook.com/avast0

**안티피싱, 추적 방지 기능, 그리고 사이트 정정 기능

avast! 는 AVAST 소프트웨어의 등록 상표입니다. 모든 다른 브랜드 및 제품은
소유자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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