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CHECK PRO 
최신의 랜섬웨어로부터 파일을 보호하세요 

체크멀 AppCheck Pro 는 일반적인 랜섬웨어는 물론 메모리 맵핑 등 최신의 가장 

고도화된 랜섬웨어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뛰어난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입니다. 

CARB엔진은 소중한 데이터의 소실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만약의 선제적 방어 

실패시에도 파일 복구의 대안을 제공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장점 

악의적인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강력한 랜섬웨어 방어 기능은 체크멀의 상황인식기반 랜섬웨어 

행위 엔진에 의해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없이 파일 훼

손을 분석하여 차단합니다. 

랜섬가드 

랜섬웨어에 의해 손상되는 파일은 드라이버 수준에서 보호되는 

디렉토리에 원본파일이 실시간으로 백업하여 최소한의 디스크 

공간만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탐지 실패시에도 데이터를 복구 가능 

통합된 스케줄 백업은 파일을 보호하는 추가 계층을 제공합니

다. 파일 변경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변경된 파일만 누적 백업 

합니다. 

기존 백신과 호환되는 편리함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는 랜섬웨어의 

실행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며, AppCheck Pro는 파일의 손상 행

위를 감지하고 이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백신 소프트웨

어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충돌없이 동시에 설치, 운용할 수 있습

니다.  

 실시간으로 랜섬웨어 위협으

로부터 선제적 방어 

 Microsoft Windows 7/8/10 

완벽 지원합니다 

 클라우드로부터 독립적으로 

단독사용 가능하여 데이터 유

출 걱정 없음 

 RansomGuard는 손상되는  

파일만 효율적으로 백업합니

다. 

 기존 보안제품과 충돌없이 완

벽하게 호환됩니다. 

 체크말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

해 통합 관리됩니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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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연결없이 실시간으로 랜섬웨어를 탐지

하고 차단합니다. 

 제로데이(zero-day) 랜섬웨어를 포함하여 알려

지지 않은 랜섬웨어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고도화된 랜섬웨어 보호 기능 – CARB 엔진은 

파일 암호호 랜섬웨어의 99% 이상을 차단합

니다. 

 기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와 동시에 운

용가능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백신을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멀 중앙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통합 관

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이 원격지에서 

손상되더라도 이를 즉시 차단하고 복구하며, 

원격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랜섬웨어로부터 보

호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스케줄 백업 기능은 추가적인 파일 보

호 기능과 탐지 실패시의 파일 복구 대안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파일 탐지 및 복구 기록을 제공합니

다.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로 유지보수가 편리

합니다. 

 삭제되는 파일은 검역소에 자동 보관되어 언

제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설치 방법과 손쉬운 통합관리를 통해 

전체 소유비용을 최소화 합니다. 

 랜섬웨어 탐지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

공하고 치료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합

니다. 

 

제품 구매 문의 

앱체크 프로는 별도의 솔루션으로 단독 구매

할 수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멀 총판 또는 파트너에게 문

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