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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개발한 다중
보호 제품으로 각종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지능형
지속 공격에도 대응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협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용
Kaspersky Lab 제품은 최상의 IT 보안과 통제 기능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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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카스퍼스키랩의 DNA에 있습니다

뛰어난 악성 코드 분석, GREAT 팀
글로벌 위협 정보 분석

각종 평가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십

최고의 전문성
최고 경영자부터
전문성을 갖춤

최고의 보안 관련
기관들과 협업

기술 주도적인 기업
공격적인 R&D 투자

전세계 주요 보안 위협의
발견을 주도

Kaspersky Security Network를 활용한
글로벌 위협 모니터링



KASPERSKY LAB은 기업 보호에 있어 최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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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defender

Sophos

G DATA

Symantec

F-Secure Intel Security (McAfee)

Trend Micro

Avira

Avast 

AVG

ESET

Quick Heal

Microsoft

Panda Security

2015년에 Kaspersky Lab 제품은 94번의 독립 테스트 및
리뷰에 참가했으며 이 중 60번의 1위와 77번의 TOP3를
차지했습니다

Kaspersky Lab
1위 – 60
참가 - 94 

TOP 3 = 82%

BullGuard

* 알림:
• 기업, 개인, 모바일 제품에 대해 2015년에 참가한

독립 테스트의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 요약은 다음 독립 테스트 연구소 및 매거진에서
진행한 평가입니다 : Test labs: AV-Comparatives, 
AV-Test, Dennis Technology Labs, MRG Effitas, 
NSS Labs, PC Security Labs,  VirusBulletin.

•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각종 보안 위협 및
지능형 지속 공격에 대한 모든 보호 기술을
평가하였습니다.

• 원의 크기는 1등을 차지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URL : www.kaspersky.co.kr 연락처 : sales@kaspersky.co.kr 



리눅스는 안전하다?



리눅스 OS를 향한 다양한 악성 코드 공격

6

사이버 범죄자들의 목적은 범죄 수익 창출이다.
서버 OS로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 플랫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관리자 모르게 악성 코드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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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는 리눅스 서버의 특성

- 리눅스 OS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 코드 호스팅
- 각종 DDoS 공격에 악용

기업/기관의 명성과 신뢰도 하락

피해 사례:
Amazon 클라우드에서 실행 중인 DDoS 봇넷 발견.
Cve-2014-3120 리눅스 취약점을 악용해 여러 가지 악성 코드를 관리자 몰래 운영하고 DDoS 공격에 사용.

카스퍼스키랩 탐지명: Backdoor.Perl.Rshell.c, Backdoor.Linux.Mayday.g

출처: https://securelist.com/blog/virus-watch/65192/elasticsearch-vuln-abuse-on-amazon-cloud-and-more-for-ddos-and-profit/ 



타깃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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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 기업을 노린 타깃 공격 가능성

- 최근, 국가시설과 특정 기업을 노린 사이버 공격/스파이 활동 증가
- 특정 플랫폼(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만을 노린, 사이버스파이 공격 가능성
- 리눅스 플랫폼의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 코드 공격 가능성

피해 규모의 극대화 / 사회적인 혼란 초래

엔드포인트 서버측에서 침투하는 악성 코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 필수 –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KASPESKY ANTI-VIRUS 
FOR LINUX FILE SERVER

주요 기능



Kaspesky Anti-virus for Linux File Server
Kaspesky Anti-virus for Linux File Server는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그 성능을 입증 받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Linux 및 FreeBSD 서버 전용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으로, Linux 서버에 침투하는 악성 코드와 악성

해킹툴을 탐지해 서버를 다운타임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강력한 실시간 감시

- Linux OS뿐만 아니라 Windows OS에서 발생한 악성 코드도 탐지 및 제거

(리눅스 파일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윈도우용 악성 코드 탐지)

- 신속한 백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종 바이러스 대응

- 중앙관리도구와 연동해 여러 대의 리눅스 서버 통합 관리

- 웹 관리 콘솔 지원: 리눅스를 웹을 통해 편리하게 관리

Kaspesky Anti-virus for Linux File Server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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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웹 기반 관리 가능)

상세한 리포트

수동 검사, 업데이트
(사용자, 관리자 작업)

격리 및 백업 저장소

작업보호

서버 내 파일에 대한 각종
악성 코드 차단

통합 엔진
(리눅스 & 윈도우용 바이러스도
탐지해 파일 서버 보호용으로
적합)

서버 로드 밸런싱
(작업 우선 순위에 따라 백신과
기타 서버 애플리케이션 간의
리소스 사용에 대해 균형을 유지)

다양한 리눅스 OS 지원, 실시간 감시 가능한 리눅스 서버용 제품

For Linux File Server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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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리눅스 지원 OS]

No. 웹 브라우저 버전

1 Internet Explorer 8, 9, 10, 11

2 Mozilla Firefox 24 ESR

3 Google Chrome
*Perl interpreter - 5.0 버전 이상 (www.perl.org).

*OS 배포 패키지에 있는 which 유틸리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Kaspersky Anti-Virus 모듈을 컴파일 하려면 리눅스 커널 소스와 소프트웨어 컴파일
패키지 (gcc, binutils, glibc-devel, make, ld)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64-bit Debian과 64-bit Ubuntu에서는 libc6-i386 모듈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64-bit FreeBSD에서는 lib32 패키지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o. 최소 하드웨어 사양

1 Core 2 Duo 1.86GHz 이상의 프로세서

2 1 GB RAM

3 1 GB swap(가상메모리)

4 4 GB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 여유 공간.

[웹 관리 콘솔 브라우저 지원 사양]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양]

32비트 운영 체제
* Red Hat® Enterprise Linux® 6.5 Server;
* Red Hat® Enterprise Linux® 6.6 Server;
* Red Hat® Enterprise Linux® 6.7 Server;
* Red Hat® Enterprise Linux® 7.2 Server;
* CentOS-6.5;
* CentOS-6.6;
* CentOS-6.7;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SP3;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SP4;
* Ubuntu Server 12.04.5 LTS;
* Ubuntu Server 14.04.3 LTS;
* Ubuntu Server 15.10;
* Debian GNU/Linux 7.9;
* Debian GNU/Linux 8.2;
* openSUSE® 13.1;
* openSUSE® 13.2;
* GosLinux 6.6;
* Linux Mint 17.3;

64비트 운영 체제
* Red Hat® Enterprise Linux® 6.5 Server;
* Red Hat® Enterprise Linux® 6.6 Server;
* Red Hat® Enterprise Linux® 6.7 Server;
* Red Hat® Enterprise Linux® 7.2 Server;
* CentOS-6.5;
* CentOS-6.6;
* CentOS-6.7;
* CentOS-7.2;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SP3;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SP4;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SP1;
* Novell® Open Enterprise Server 11 SP2;
* Novell® Open Enterprise Server 2015;
* Ubuntu Server 12.04.5 LTS;
* Ubuntu Server 14.04.3 LTS;
* Ubuntu Server 15.10;
* Oracle Linux 7.2;
* Debian GNU/Linux 7.9;
* Debian GNU/Linux 8.2;
* openSUSE® 13.1;
* openSUSE® 13.2;
* openSUSE® Leap 42.1;
* GosLinux 6.6;
* Linux Mint 17.3;



13

KASPERSKY SECURITY CENTER – 중앙 관리
담당 업무가 나눠진 중견/대규모 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중앙 관리 도구 운영을 위해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RBAC) 구성 가능

Kaspersky
Security Center

단 한 명이
모두 관리

Linux 서버 Windows 서버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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