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ast! 시큐어라인 VPN
모든 통신을 보호하고, 웹 브라우징을 익명화하며, 더 많은 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엽니다. 심지어 카페나 공항의 '공공 핫
스팟'에서 '개방형 WI-FI'를 사용할 때도, 사용자의 통신을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로 부터 보호합니다. - 사용자의 이 메일, 계
정 로그인, 인스턴트 메시지, VOIP 통화, 그리고 비즈니스/고객 정보는 해커로 부터 보호됩니다. 시큐어라인 VPN은 모든 통신
을 암호화 하고 웹 브라우징을 익명화 하여 위협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비즈니스 여행을 갈 경우, 예를 들어 지리적 제
한에도 웹 콘텐츠를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주요 기능 - avast! 시큐어라인 VPN

어떻게 VPN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안이 되지 않은/공공 WiFi 연결을 암호화
개인 암호화 '터널'은 사용자의 통신과 심지어 공공/오픈 Wi-Fi '핫스팟' 네트워크에서 개
인 인증서(예를 들어, 회계 시스템, 회사 네트워크 폴더, 판매원의 계정)까지 훔치는 해
킹을 방지합니다. 사용자의 암호화된 통신은 네트워크 활동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관찰 될 수 없습니다.

avast! 시큐어라인은 공공/오픈 '핫스팟' Wi-Fi 네트워크에 모든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
상 암호화 '터널'을 사용하여 데이터 도난으로 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VPN 클라이언트입
니다. 한번 보안이 되면, 침입자에 의한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 하며, 다양한 대륙에 서버위
치를 선택하여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익명 웹 브라우징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여행중인 경우, 선호하는 뉴스, 미디어 및 기타 웹 콘텐츠를 해당 국가에서 접
속이 제한 될 수 있으나 시큐어라인 VPN 사용자라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제한된
웹 콘텐츠를 차단 해제하고 익명화하기 위해 다른 위치를 원래의 위치처럼 보이도록 인
터넷 연결을 설정합니다.

가용성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위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실제 위치와 다른 지리적 IP를 보여주는 PC에서 웹콘텐츠를 더 접근 할 수 있
도록 여러 개의 나라들에서 몇몇의 위치를 사용합니다(예. 영국, 미국, 등등)

전체 제품의 세부 사항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Pentium 3 Processor, 128 MB RAM
600 MB of free hard-disk space
(50 MB as a standalone product)
Microsoft Windows XP SP2/Vista/7/8/8.1
(32/64 bit)

Local Avast Partner

avast! 시큐어라인 VPN은 소비자 제품 라인에 추가 되었습니다.(독립 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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