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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SET은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치, 데이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전 세계 1억 이상의 사용자들을 다양한 악성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VB100, AV-Comparatives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 최상위 인증을 받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본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설립 1987년(설립)

직원 1,500명(R&D인원 : 1,000명)

공급 국가 전세계 202여 개국

매출 8,900억(2019년 기준)

사용자 전세계 1.2억명 이상(2019년 기준)

점유율 전세계 개인, 기업 통합 14% 이상(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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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ESET은 여러 안티바이러스들 중 가장 낮은 리소스 점유율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여러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Google Chrome Clean Up에 ESET 

엔진 탑재, 전세계 유료 백신 점유율 1위등 안티바이러스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ESET Endpoint Security for Android 기능

ESET Endpoint Security for Android는 최신 멀웨어 위협으로부터 회사 모바일 장치를 보호하고 장치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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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보호
시스템 시작 시 자동으로 시작되어 파일을 검사하며, 자동으로 폴더와
APK 설치 파일을 검사하고 SD 카드가 탑재된 후 SD 카드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ESET Live Grid
전 세계 수백만 명의 ESET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최신 지능을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사용자가 원치 않는 응용 프로그램 검색
원치 않는 응용 프로그램은 애드웨어를 포함하고 도구 모음을 설치하며 검색 결과를
추적하거나 기타 명확하지 않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검색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원하는 경우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는
원격 접근 도구, 비밀번호 크랙 응용 프로그램, 키로거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안티바이러스 기능

안티바이러스 모듈은 위협을 차단한 다음 치료하거나 검역소로 보내 악성코드로부터 장치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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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SIM 카드
사용자가 장치를 분실하거나 누군가가 사용자의 장치를 훔쳐 SIM카드를
신뢰할 수 없는 새 SIM 카드로 바꾸면 ESET Endpoint Security에 의해 장치가
자동으로 잠기고 사용자 정의 전화번호로 경고 SMS가 전송됩니다.

해당 메시지는 장치의 메시지 스레드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권한 없는
사용자는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또한, 분실한 모바일 장치의 GPS 좌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치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원격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잠금 화면 정보
관리자는 미리 정의된 관리자 연락처 중 하나로 전화하는 옵션을 통해
장치가 잠겼을 때 표시되는 사용자 지정 정보(회사 이름, 이메일 주소, 메시지)
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무단 접근으로부터 모바일 장치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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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기능

관리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특정 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ET Endpoint Security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모든 단계를 실행합니다.

위치 정보 확인
Google 지도에서의 해당 위치 링크를 비롯하여 GPS 좌표가 포함된 텍스트 메시지를
받습니다. 10분 후에 더 정확한 위치를 사용할 수 있으면 장치에서 새 SMS를 보냅니다.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관리자 비밀번호 또는 잠금 해제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를 잠금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
장치가 잠금 해제되고 현재 장치에 삽입된 SIM 카드가 신뢰할 수 있는 SIM으로
저장됩니다.

사이렌
장치가 음소거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공장 초기화
장치를 공장 설정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고
파일 헤더가 제거됩니다. 

파일 삭제
Android 기본 폴더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 메시지, 이메일, 계정, 응용 프로그램, 
SD 카드 콘텐츠, 사진, 음악 및 비디오가 장치에서 영구적으로 지워집니다. 
ESET Endpoint Security는 장치에 설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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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설정
관리자가 차단을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주 기반 차단
미리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범주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차단이 가능합니다.

권한 기반 차단
미리 정의된 권한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차단 및 생성된 규칙, 차단된 애플리케이션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스별 차단
Google Play 스토어 이외의 소스나 인터넷에서 가져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사용 제한
모바일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어 기능

관리자에게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사용자에게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여 노출 위험을 줄이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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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주소 검사
ESET 맬웨어 DB에 나열된 웹 사이트나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피싱 공격이
모두 차단되고 공격이 있을 경우 공격 시도를 알리는 경고 알림이 표시됩니다.

기타 브라우저 접근 차단
모바일 장치에 설치된 기본 브라우저 및 Chrome, Firefox, Opera, Dolphin,
Samsung 브라우저 이외, 기타 브라우저의 대한 접근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티피싱 기능

모바일로 들어오는 위협들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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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T Protect (EP)

ESET Protect(EP)는 중앙에서 사내에 위치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를 비롯한 네트워크 환경의 ESET 제품을
관리 할 수 있는 중앙관리 솔루션 입니다.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사내에 발생되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개

시스템 요구 사항

기술 지원

Appendix

제품 소개

ESET Protect (EP)

ESET Protect(EP)를 사용하여 관리자가 원격으로 ESET Endpoint Security for Android의
모든 기능을 관리 제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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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T Protect (EP)

모바일 앱과 동일한 원격 설정 UI를 제공하여 손 쉽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ESET은 전세계 1억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선택한 제품으로

그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안티바이러스입니다.

Windows, Mac, Linux, Android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운영체제
Android 5(Lollipop) 이상

터치스크린 해상도
480x800 pixel

CPU
Arm(ARMv7 명령 집합 포함), x86 Intel Atom

※ 듀얼 SIM 및 루트된 장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능(예: 개인정보보호, SMS 및 통화 필터)은 통화 및 메시지를 지원하지 않는 태블릿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SET Endpoint Security for Android

시스템 요구 사항

운영체제
Windows 10이상
Windows 2012 R2(x64) 이상

※ 중앙관리는 서버급 장비 설치/운영을 권장합니다.

ESET PROTECT (중앙관리)

권장 하드웨어 사양
듀얼코어 2.0GHz 이상 프로세서, RAM 8GB 이상, 200GB 이상의 디스크 여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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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이셋코리아에서는 25년 이상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방문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장애 해결부터 기업 내 IT 자원을 보호하는 테크니컬한

지원까지, 세계 백신 점유율 1위 업체다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약속합니다.



•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악성코드를 본사 엔지니어가 빠르게 분석하여
업데이트합니다.

•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지사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원격지원을 해드리며
원격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원인 분석 및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세계 사용자들 또는 각 나라별 지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샘플 취득시
본사측에 샘플을 전달하여 분석 후 즉각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 이셋코리아에서는 25년 이상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방문 정기점검등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ESET TECHN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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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별 일반 현황

분류 항목 항목설명 ESET 안랩 이스트소프트 카스퍼스키

전세계 판매 국가 전세계 영업 및 지원 국가 수 202개국
국내 한정

(해외 전무)

국내 한정

(해외 전무)

200개국

개인용 판매국가 포함

본사위치 글로벌 HQ 위치 슬로바키아(EU) 대한민국 대한민국 러시아

글로벌

대응센터 현황
바이러스 분석 및 개발 담당 R&D센터 현황 22군데 1군데 1군데 내용 없음

세계 최대 Virus 테스트 기관 VirusBulletin의

VB100 인증 횟수
122회 38회 39회 105회

AV-Comparatives의 인증 등급 현황

(시스템 성능 영향, 바이러스 탐지율 테스트 기관 )
O X X △

Microsoft의 Windows 10 공식 지원 인증 년도
O

[2015년]

X

[MS 인증 확인 불가]

X

[MS 인증 확인 불가]

O

[2016년]

Vmware, Citirx의 가상화 솔루션 공식 지원 인증 O X X O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 엔진 탑재 O
X

[경험 없음]

X

[경험 없음]

X

[경험 없음]

국내 최초 GS인증 1등급 획득 및 조달 등록(리눅스 서버) O X X X

O △ △ △

국내법인 직접 대응

본사 신속

대응팀 대응

국내 총판사

통한 대응

국내 총판사

통한 대응

2군데 소프트웨어

유통사에서 대행

기술지원 본사 대응 능력
본사 전문인력을 통한 직접적이고 빠른

영업/기술지원 대응

벤   더

현   황

대   외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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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드라이브, 이동식 저장장치, 파일 및 이메
일을 안전하게 암호화

• 완벽한 보안을 위한 FIPS 140-2 인증 256비트
AES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엔드포인트 암호화 키와 보안 정책의 완벽한
원격 관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서버

• UEFI 및 GPT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우 10,8,8.1 지원

안전하고 강력한 암호화 솔루션

• 하드 드라이브, 이동식 저장장치, 파일 및 이메
일을 안전하게 암호화

• 완벽한 보안을 위한 FIPS 140-2 인증 256비트
AES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엔드포인트 암호화 키와 보안 정책의 완벽한
원격 관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서버

• UEFI 및 GPT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우 10,8,8.1 지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솔루션. 쉬운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며 하드 드라이브, 이동식 저
장 장치, 파일 및 이메일 전송 시 데이터 보호

ESET Value Added Solutions

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스 보안 솔루션

• ESET 클라우드 서버에서 머신 러닝, 샌드박싱
수행

• 별도의 작업 / 추가 장비 없이 즉시 적용
• ESET 제품(ESMC / ESET Mail Security 솔루션)

과 연동
• AI 머신러닝 기능 탑재
• 제로데이 위협 탐지

Dynamic Threat Defense

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싱 기술을 사용하여 제로데이 공격, 
APT 공격, 랜섬웨어등 다양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시스템 요구 사항

기술 지원

Appendix



감사합니다.

ESET KOREA operated by ESTC

Address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521. 522호

Tel : 1899-8352  |  02-567-0510

Fax : 02-402-8352

기술 문의 : support@estc.co.kr

웹사이트 : www.estc.co.kr

- ESET –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빠르고 정확한 백신!!

관리가 쉽고 간단합니다.

mailto:support@estc.co.kr
http://www.est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