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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st 백신 간단 소개
위협 감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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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으로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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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st 서버용 백신
모든 규모의 기업에 선택 가능한 서버용 백신
전 세계 4억 대 이상의 가장 규모가 큰 방어 네트워크로 위협에 가장 빠르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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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st 비즈니스 for 서버

Avast 비즈니스 for 리눅스

Avast 비즈니스 서버 백신은 중소기업 이상의
모든 기업과 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SP,
호스팅 업체에서 보안 서비스로 모두 사용할 수

Avast 리 눅 스 백 신 은 최 신 리 눅 스
운영체제에서 수동 검사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제공하여 리눅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버 백신으로 바이러스 및 멀웨어에
대응합니다. 관리자의 운영과 관리가 편리하고
고성능 방역을 제공합니다.

있는 위협을 방어하는 리눅스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보호 제품으로 큰 인기가 있습니다.

Avast 비즈니스 for 서버
윈도우 서버를 위한 대규모 글로벌 시그너처 기반의 백신
⚫ 최신 Avast 기술을 윈도우서버를 위한 보안 기능을 제공
⚫ 단독 설치형 운영 – 윈도우 서버에 단독형으로 설치하여 서버 상에서 직접 정책 관리 운용
⚫ 파일 감시 : 파일을 열거나 실행하기 전에 파일 및 프로그램을 검사
⚫ 샌드박스 : 의심스러운 파일을 안전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하여 위험성을 검사
⚫ 사이버 캡쳐 : Avast의 특허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위험상 있는 알지 못한 파일을 식별하고 격리합니다.
⚫ 루트킷 감시 : 윈도우 MBR 부팅 영역에서 루트킷 검사와 감시 제공, 취약점 방어를 위한 익스플로잇 공격 방어
⚫ WIFI 검증 : 취약점 있는 기기와 문제점이 내재된 서비스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 검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스마트 검사 : 멀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트워크 문제, 성능 개선을 한번의 클릭으로 검사

⚫ 비밀번호 잠금 및 자기보호 설정 : 백신 자체의 악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접근차단 및 자체 보호
⚫ 검역소 : 위험성있는 파일을 격리소로 이동 보관하여 안전하게 격리저장, 향후 안정성이 확인된 파일 복원 가능
⚫ 데이터 영구삭제 : 복구 불가능한 영구적 파일 삭제 기능 제공가능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2008R2 (64bit 버전, 최신 서비스팩)
Server 2012 (64bit 버전)
Server 2016 (64bit 버전)
Server 2019 (64bit 버전)

라이선스 활성화코드는 등록 활성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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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st 비즈니스 for 리눅스
차세대 리눅스 서버를 위한 안티바이러스 - 신뢰성과 고성능의 보안
⚫ 지원 운영체제 : CentOS 7이상, RHEL 7.4 이상, 데비안 8 이상, 우분투 LTS 16.04 이상 최신 리눅스 운영체제 (32/64bit 지원)
⚫ 코어 스캐너 : 리눅스 명령어를 통한 주문형 바이러스 검사 엔진 제공, 명령어 기반의 SCAN 검사 기능
⚫ 파일 감시 : 파일을 열거나 실행하기 전에 파일 및 프로그램을 검사, Samba 및 NFS 모두 효과적으로 보호
⚫ 검사 결과 출력 : 파일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를 악성코드, 예외 파일, 검사하지 않는 파일 등으로 분리하여 결과 출력
⚫ 바이러스 검사 결과 출력 형식 : 문제 없는 파일은 [OK]m 검사 권한 없는 파일 또는 손상된 파일은 [ERROR], 예외 파일은 [EXCLUDED]로 출력
⚫ 바이러스 정의 업데이트 : 정규적으로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쉘 스크립트로 다운로드 실행 및 체크
⚫ 스트리밍 업데이트 : 인터넷 연결 시 바이러스 정의 업데이트는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업데이트와 정규 업데이트 동시 수행
⚫ 폐쇄망을 위한 미러링 서버 : 폐쇄망 구축을 위한 DMZ 상의 미러 서버를 구축하여 내부 네트워크에서 설치 및 업데이트 지원
⚫ 많은 레퍼런스 : KT G클라우드와 U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카페24 등 많은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2천 대 이상의 리눅스 보호 제공

CentOS 7 이후 최신 리눅스
레드헷 엔터프라이즈 7.4 이후 최신
데비안 8 이후 최신
우분투 LTS 16.04 이후 최신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 일부 지원, SUSE 구버전 일부 지원 (비 추천)
라이선스 활성화코드는 등록 활성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구독은 1년, 2년, 3년 단위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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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파일서버 에디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성비 높은 윈도우 서버 백신
⚫ 지원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2008 이후 최신 운영체제 지원 (64bit 전용)
⚫ 단독 설치 지원 – 윈도우 서버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거나 중앙관리형으로 운영 가능
⚫ 중앙 관리 대시보드 및 보고서 – 클라우드 대시보드(https://console.avg.com) 또는 설치형 중앙관리 사용 지원
⚫ 파일 감시 : 파일을 열거나 실행하기 전에 파일 및 프로그램을 검사
⚫ 사이버 캡쳐 : Avast의 특허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위험상 있는 알지 못한 파일을 식별하고 격리합니다.
⚫ 루트킷 감시 : 윈도우 MBR 부팅 영역의 루트킷을 검사하고 감염을 방지, 익스플로잇 공격 방어
⚫ 스마트 검사 : 맬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트워크 문제, 성능 개선을 한번의 클릭으로 검사
⚫ 비밀번호 잠금 및 자기보호 설정 : 백신 자체의 악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접근차단 및 자체 보호

⚫ 검역소 : 위험성 있는 파일을 격리소로 이동 보관하여 안전하게 격리저장, 향후 안정성이 확인된 파일 복원 가능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2008 / 2008R2
Server SBS 2011
Server 2012 / 2012R2
Server 2016
Server 2019

라이선스 활성화코드는 등록 활성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구독은 1년, 2년, 3년 단위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64bit만 지원합니다.
시스템 최소사양 : Intel Pentium 4 / AMD Athlon 64bit 이후 최신, 1GB RAM, 2GB 여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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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ISOFT 안티랜섬웨어 for 서버
랜섬웨어 방어와 암호화방지를 위한 가성비 높은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
⚫ 지원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2016 이후 최신 운영체제 지원 (64bit 전용)
⚫ 단독 설치 지원 – 윈도우 서버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거나 중앙관리형으로 운영 가능
⚫ 중앙 관리 대시보드 및 보고서 – 클라우드 대시보드(https://my.emsisoft.com) 무료 제공
⚫ 파일 감시 : 듀얼 엔진(엠시소프트 및 비트디펜더)을 통해 파일을 열거나 실행하기 전에 파일의 위험성을 검사하고 예방
⚫ 행동 감시 : 서버에 설치된 프로세스에 대한 행위 감시를 통해 위험성 있는 처리를 차단,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차단하고 프로세스의 행위를 모니터링
⚫ 랜섬웨어 감시 :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공격 패턴을 미리 인지하여 랜섬웨어 감염 및 감염 시 파일 암호화를 미리 예방적으로 방어
⚫ RDP 접속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차단 : RDP를 통한 접속 모니터링 및 차단, 네트워크 연결을 즉각 차단하는 네트워크 봉쇄 기능
⚫ 비밀번호 잠금 및 자기보호 설정 : 백신 자체의 악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접근차단 및 자체 보호

⚫ 시스템 통합 : 회사 내 어플 및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는 커맨드라인 명령어 및 RestAPI/JSON 지원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19
라이선스 활성화코드는 등록 활성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구독은 1년, 2년, 3년 단위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64bit만 지원합니다.
시스템 최소사양 : Intel Pentium 4 / AMD Athlon 64bit 이후 최신, 1GB RAM, 2GB 여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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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www.avastkorea.com

Tel. 1661-9331 / E-mial : sales@avas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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