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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안철수연구소에서는 고객만족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의문 사항이나 사용 방법, 프로그램 오류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이나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도움말과 사용설명서는 AhnLab 

Mobile Security의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고객님의 문제를 상담 전에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제품 번호를 정식으로 등록하

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정품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엔진 파일과 패치 파일을 모두 업데이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램의 

잘못된 동작은 제품을 패치하거나 엔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홈페이지 http://www.ahnlab.com

이메일 customer@ahnlab.com

주소 150-86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6층 ㈜안철수연구소 

전화 02-2186-3090/3000 

팩스 02-2186-3001 

 

 3

http://www.ahnlab.com/
mailto:customer@ahnlab.com


차례 

문서 정보........................................................................................................................................................ 2 

고객 지원........................................................................................................................................................ 3 

차례.................................................................................................................................................................. 4 

그림 차례........................................................................................................................................................ 6 

1장 제품 개요...................................................................................................................................................... 8 

주요 기능........................................................................................................................................................ 9 

시스템 사양..................................................................................................................................................10 

2장 설치하기......................................................................................................................................................11 

설치하기........................................................................................................................................................12 

제품 등록하기..............................................................................................................................................14 

제거하기........................................................................................................................................................16 

제품 정보 보기............................................................................................................................................18 

도움말 사용하기..........................................................................................................................................19 

3장 업데이트......................................................................................................................................................21 

업데이트하기................................................................................................................................................22 

예약 업데이트하기......................................................................................................................................23 

4장 AhnLab Mobile Security 사용하기........................................................................................................25 

시작하기........................................................................................................................................................26 

악성코드 검사하기......................................................................................................................................27 

악성코드 치료하기......................................................................................................................................30 

실시간 검사하기..........................................................................................................................................31 

실시간 검사 사용하기..................................................................................31 

실시간 검사 멈추기 ....................................................................................32 

5장 검역소 사용하기........................................................................................................................................35 

검역소............................................................................................................................................................36 

 4 



검역소에서 파일 복원하기 ........................................................................................................................38 

검역소에서 파일 삭제하기 ........................................................................................................................40 

6장 기록 보기....................................................................................................................................................41 

검사 기록......................................................................................................................................................42 

검사 기록 상세 정보..................................................................................................................................43 

이벤트 기록..................................................................................................................................................44 

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45 

악성코드를 검사한 기록 ...............................................................................45 

업데이트를 실행한 기록 ...............................................................................45 

7장 환경 설정....................................................................................................................................................47 

검사 설정......................................................................................................................................................48 

업데이트 설정..............................................................................................................................................49 

색인................................................................................................................................................................50 

 

 5



그림 차례 

그림 2-1 AhnLab Mobile Security 설치 ......................................................................................................12 

그림 2-2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13 

그림 2-3 제품 등록 메뉴 ................................................................................................................................14 

그림 2-4 제품 등록 ..........................................................................................................................................15 

그림 2-5 제품 등록 확인 ................................................................................................................................15 

그림 2-6 ActiveSync – 프로그램 추가/제거 ...............................................................................................16 

그림 2-7 프로그램 추가/제거.........................................................................................................................17 

그림 2-8 제품 정보 ..........................................................................................................................................18 

그림 2-9 AhnLab Mobile Security 도움말 ..................................................................................................19 

그림 3-1 업데이트 ............................................................................................................................................22 

그림 3-2 업데이트 예약하기...........................................................................................................................23 

그림 4-1 시작 메뉴에서 AhnLab Mobile Security 시작하기..................................................................26 

그림 4-2 상태 아이콘에서 AhnLab Mobile Security 시작하기 ..............................................................26 

그림 4-3 AhnLab Mobile Security 첫 화면 ................................................................................................27 

그림 4-4 검사하기 ............................................................................................................................................27 

그림 4-5 검사 결과 ..........................................................................................................................................28 

그림 4-6 검사 결과 상세 정보.......................................................................................................................28 

그림 4-7 검사 결과 – 모두 선택...................................................................................................................30 

그림 4-8 실시간 검사 결과.............................................................................................................................31 

그림 4-9 상태 아이콘에서 실시간 검사 사용하기.....................................................................................32 

그림 4-10 첫 화면에서 실시간 검사 사용하기...........................................................................................32 

그림 4-11 상태 아이콘에서 실시간 검사 멈추기.......................................................................................32 

그림 4-12 첫 화면에서 실시간 검사 멈추기...............................................................................................33 

그림 5-1 검역소 ................................................................................................................................................36 

그림 5-2 검역소 상세 정보.............................................................................................................................36 

 6 



그림 5-3 검역소 복원 ......................................................................................................................................38 

그림 5-4 검역소 복원 완료.............................................................................................................................39 

그림 5-5 검역소 삭제 ......................................................................................................................................40 

그림 5-6 검역소 삭제 완료.............................................................................................................................40 

그림 6-1 검사 기록 ..........................................................................................................................................42 

그림 6-2 검사 기록 상세 정보.......................................................................................................................43 

그림 6-3 이벤트 기록 ......................................................................................................................................44 

그림 6-4 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 - 검사 ....................................................................................................45 

그림 6-5 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 - 업데이트 ............................................................................................45 

그림 7-1 검사 설정 ..........................................................................................................................................48 

그림 7-2 업데이트 설정 ..................................................................................................................................49 

 7



1장 제품 개요 

주요 기능 / 9 

시스템 사양 / 10

 8 



주요 기능 

악성코드 검사 치료 

AhnLab Mobile Security는 모바일 장치에서 바이러스나 웜과 같은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합니

다. 

최신 엔진 업데이트 

AhnLab Mobile Security는 새로 발견되는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엔진을 모바일 장

치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검사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하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사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발견하면 사용자

에게 알려 줍니다. 

감염된 파일 백업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에 격리하여 보관합니다.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로 보내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도 악성코드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카드 검사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하는 외장 메모리 카드에서도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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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양 

모바일 장치 

AhnLab Mobile Security는 다음의 사양을 갖춘 모바일 장치에서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CPU ARM 기반의 프로세서 

스토리지 크기 800KB 이상의 여유 공간 

메모리 600KB 이상 

화면 크기(가로x세로)  240x320 

 320x240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Mobile v5.0 for Pocket PC Phone 

Edition 

테스크탑 컴퓨터 

AhnLab Mobile Security는 다음의 사양을 갖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XP/2000/Me/98 SE 

소프트웨어 Microsoft ActiveSync 4.0 이상 

지원 기종 

AhnLab Mobile Security는 다음과 같은 기종의 모바일 장치에서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삼성 Anycall MITs SPH-M4500 

 삼성 Anycall MITs SCH-M450 

참고 다른 기종의 모바일 장치에서는 AhnLab Mobile Security의 설치와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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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AhnLab Mobile Security는 ActiveSync로 모바일 장치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설치합니다. 

주의 AhnLab Mobile Security를 다른 회사의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모바일 장치에서 제거하십시오.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도움말이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1. 모바일 장치를 ActiveSync가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2. 모바일 장치와 데스크탑 컴퓨터를 동기화합니다. 

3. AhnLab Mobile Security의 설치 CD를 CD-ROM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4. Windows 탐색기에서 AhnLab Mobile Security의 설치 CD를 넣은 CD-ROM 드라이브를 선

택합니다. 

5. AhnLab Mobile Security 설치 파일인 Setup.exe를 더블 클릭합니다. 

6. <AhnLab Mobile Security 설치>가 나타납니다. 사용권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에 동의하면 

동의함을 눌러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림 2-1 AhnLab Mobile Security 설치 

7. AhnLab Mobile Security가 모바일 장치에 설치됩니다. 

8.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가 나타나면 확인을 눌러 설치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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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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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등록하기 

AhnLab Mobile Security를 설치한 다음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품을 등록하면 사용 기간 동

안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단말기 구매 후 30일 이내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등록 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등록시점부터 1년간 

제품의 사용 및 무상 엔진업데이트를 보장합니다.  

사용 기간 만료 후 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hnlab.com)에서 별도의 재계약을 통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ActiveSync로 연결하거나 전화를 걸어 모바일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제품을 등록

하면 별도의 사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메뉴에서 도움말→제품 등록을 선택합니다. 

 

그림 2-3 제품 등록 메뉴 

2. <제품 등록>에서 등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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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품 등록 

3. <제품 등록 확인>에서 확인을 누르면 제품을 등록합니다. 

 

그림 2-5 제품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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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기 

AhnLab Mobile Security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AhnLab Mobile Security를 제거하면 검역소에 보관된 파일도 삭제됩니다. 

참고 AhnLab Mobile Security를 제거한 다음 다시 설치하려면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Setup.exe 파일을 실행시켜 설

치해야 합니다. ActiveSync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는 AhnLab Mobile Security를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

다. 

1. 모바일 장치를 ActiveSync가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2. ActiveSync의 메뉴에서 도구→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선택합니다. 

 

그림 2-6 ActiveSync – 프로그램 추가/제거 

3. rity를 선택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AhnLab 

Mobile Security가 모바일 장치에서 제거됩니다.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AhnLab Mobile S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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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프로그램 추가/제거 

참고 AhnLab Mobile Security를 모바일 장치에서 직접 제거하면 삭제하지 못한 파일이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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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보기 

메뉴에서 도움말→제품 정보를 선택하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버전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림 2-8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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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사용하기 

메뉴에서 도움말→도움말을 선택하면 AhnLab Mobile Security의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AhnLab Mobile Security의 도움말은 제품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 사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그림 2-9 AhnLab Mobile Security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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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기 

AhnLab Mobile Security를 설치할 때 설치되는 엔진은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악

성코드를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엔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업데이트를 실행하기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등록된 제품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메뉴에서 도구→업데이트를 선택하거나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2. 엔진과 제품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그림 3-1 업데이트 

 엔진 버전: 사용하고 있는 엔진의 버전입니다.  

 빌드 버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버전입니다.  

3. 업데이트를 누르면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제품과 엔진을 업데이트합니다. 

주의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ActiveSync로 연결하거나 전화를 걸어 모바일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별도의 사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업데이트가 끝나면 <Smart Update>에서 엔진과 제품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업데이트를 마친 다음 모바일 장치가 소프트 리셋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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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업데이트하기 

정해진 시간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업데이트

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제품과 엔진을 업데이트합니다. 

1. 메뉴에서 도구→설정→업데이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업데이트 주기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실행할 주기를 설정합니다. 

 

그림 3-2 업데이트 예약하기 

 시간별: 선택한 시간(1시간, 4시간, 12시간)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일별: 매일 또는 이틀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주별: 매주 또는 2주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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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다음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AhnLab Mobile Security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시작→프로그램→Mobile Security 를 선택합니다. 

 

그림 4-1 시작 메뉴에서 AhnLab Mobile Security 시작하기 

 오늘 화면의 상태 아이콘 을 누른 다음 AhnLab Mobile Security를 선택합니다. 

 

그림 4-2 상태 아이콘에서 AhnLab Mobile Security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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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검사하기 

모바일 장치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검사합니다. 

1. 메뉴에서 도구→검사하기를 선택하거나 검사하기를 누릅니다. 

 

그림 4-3 AhnLab Mobile Security 첫 화면 

2. <검사하기>가 나타나고 악성코드를 검사합니다. 

 

그림 4-4 검사하기 

 검사 수: 검사한 파일의 개수입니다.  

 감염 수: 감염된 파일의 개수입니다.  

3. 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에 발견한 악성코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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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검사 결과 

 검사 수: 검사한 파일의 개수입니다.  

 감염 수: 감염된 파일의 개수입니다.  

 검사하지 않은 수: 검사하지 않은 파일의 개수입니다.  

 바이러스 이름: 발견한 악성코드의 이름입니다.  

 파일 이름: 감염된 파일의 이름입니다.  

4. 악성코드의 이름을 누르면 <검사 결과 상세 정보>에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림 4-6 검사 결과 상세 정보 

 바이러스 이름: 선택한 악성코드의 이름입니다.  

 상태: 발견된 파일의 감염 상태입니다.  

 파일 이름: 감염된 파일의 이름입니다.  

 치료: 감염된 파일을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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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로 보냅니다.  

참고 외장 메모리 카드에 있는 파일도 검사하려면 <검사 설정>에서 스토리지 카드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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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치료하기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치료하거나 검역소로 보냅니다. 

1. 악성코드를 검사합니다.  

2. <검사 결과>에서 메뉴→모두 선택을 선택하여 모든 악성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림 4-7 검사 결과 – 모두 선택 

3. 치료나 검역소를 누릅니다.  

 치료: 감염된 파일을 치료합니다.  

 검역소: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로 보냅니다.  

참고 <검사 결과 상세 정보>에서 치료나 검역소를 누르면 선택된 파일을 치료하거나 검역소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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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사하기 

실시간 검사를 사용하면 파일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파일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 악성코

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검사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면 <실시간 검사 결과>가 나타

납니다. 

 

그림 4-8 실시간 검사 결과 

 바이러스 이름: 실시간 검사에서 발견된 악성코드의 이름입니다.  

 처리 결과: 감염된 파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파일 이름: 감염된 파일의 이름입니다.  

실시간 검사 사용하기 

다음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실시간 검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화면의 상태 아이콘 을 눌러 실시간 검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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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상태 아이콘에서 실시간 검사 사용하기 

 AhnLab Mobile Security의 첫 화면에서 실시간 검사를 사용합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림 4-10 첫 화면에서 실시간 검사 사용하기 

실시간 검사 멈추기 

실시간 검사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거나 검역소에 있는 파일을 복원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실시간 검사를 멈춥니다. 

 오늘 화면의 상태 아이콘 을 눌러 실시간 검사를 선택 해제합니다. 

  

그림 4-11 상태 아이콘에서 실시간 검사 멈추기 

 AhnLab Mobile Security의 첫 화면에서 실시간 검사를 사용합니다.를 선택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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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첫 화면에서 실시간 검사 멈추기 

주의 실시간 검사를 멈추면 악성코드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실시간 검사를 다

시 시작하십시오. 

 33





5장 검역소 사용하기 

검역소 / 36 

검역소에서 파일 복원하기 / 38 

검역소에서 파일 삭제하기 / 40 



검역소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로 보내면 파일을 격리하여 보관합니다. 중요한 파일이 악성코드

에 감염되었을 때 검역소로 보내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도 악성코드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메뉴에서 보기→검역소를 선택하면 검역소에 있는 악성코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림 5-1 검역소 

 바이러스 이름: 파일에 감염된 악성코드의 이름입니다.  

 날짜: 파일을 검역소에 보낸 날짜입니다.  

2. 악성코드의 이름을 누르면 <검역소 상세 정보>에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림 5-2 검역소 상세 정보 

 날짜: 파일을 검역소에 보낸 날짜입니다.  

 바이러스 이름: 감염된 악성코드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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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이름: 감염된 파일의 이름입니다.  

 삭제: 파일을 삭제합니다.  

 복원: 파일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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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에서 파일 복원하기 

중요한 파일을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검역소에 있는 파일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원하십시오. 

1. 실시간 검사를 멈춥니다. 

주의 실시간 검사를 멈추면 악성코드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실시간 검사를 다

시 시작하십시오. 

2. AhnLab Mobile Security의 메뉴에서 보기→검역소를 선택합니다.  

3. <검역소>의 목록에서 복원할 항목을 누릅니다.  

4. <검역소 상세 정보>에서 복원을 누릅니다. 

5. 감염된 파일 복원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 5-3 검역소 복원 

6. 복원을 마치면 <검역소 복원 완료>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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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검역소 복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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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에서 파일 삭제하기 

검역소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중요하지 않은 파일을 검역소에서 삭제합니다. 

1. 메뉴에서 보기→검역소를 선택합니다.  

2. <검역소>의 목록에서 삭제할 항목을 누릅니다.  

3. <검역소 상세 정보>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4. 파일 삭제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 5-5 검역소 삭제 

5. 삭제를 마치면 <검역소 삭제 완료>가 나타납니다. 

 

그림 5-6 검역소 삭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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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록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 검사 기록 

1. 메뉴에서 보기→검사 기록을 선택합니다.  

2. <검사 기록>에 발견한 악성코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이름: 발견한 악성코드의 이름입니다.  

 감염 날짜: 파일이 감염된 날짜입니다.  

3. 악성코드의 이름을 누르면 <검사 기록 상세 정보>에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5. 모두 삭제를 누르거나 메뉴→모두 삭제를 선택하면 모든 검사 기록을 삭제합니다.  

 42



검사 기록 상세 정보 

<검사 기록>에서 악성코드의 이름을 누르면 <검사 기록 상세 정보>에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림 6-2 검사 기록 상세 정보 

 감염 날짜: 파일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날짜입니다.  

 바이러스 이름: 발견한 악성코드의 이름입니다.  

 상태: 감염된 파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파일 이름: 감염된 파일의 이름입니다.  

 삭제: 기록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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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록 

악성코드를 검사하거나 업데이트를 실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3 이벤트 기록 

1. 메뉴에서 보기→이벤트 기록을 선택합니다.  

2. <이벤트 기록>에 실행한 작업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벤트 이름: 실행한 작업입니다.  

 날짜: 작업을 실행한 날짜입니다.  

3. 이벤트의 이름을 누르면 <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에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4. 모두 삭제를 누르거나 메뉴→모두 삭제를 선택하면 모든 이벤트 기록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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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 

<이벤트 기록>에서 이벤트의 이름을 누르면 <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에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악성코드를 검사한 기록 

 

그림 6-4 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 - 검사 

 날짜: 악성코드 검사를 실행한 날짜입니다.  

 이벤트 이름: 실행한 작업입니다.  

 검사 수: 검사한 파일의 개수입니다.  

 감염 수: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의 개수입니다.  

 삭제: 기록을 삭제합니다.  

업데이트를 실행한 기록 

 

그림 6-5 이벤트 기록 상세 정보 -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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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업데이트를 실행한 날짜입니다.  

 이벤트 이름: 실행한 작업입니다.  

 결과: 업데이트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삭제: 기록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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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설정 

악성코드를 검사하거나 실시간 검사를 실행할 때 적용할 내용을 설정합니다. 

 

그림 7-1 검사 설정 

1. 메뉴에서 도구→설정→검사 설정을 선택합니다.  

2. 검사 파일 설정에서 검사할 파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모든 파일: 모든 파일을 검사합니다.  

 실행 파일: 실행 파일만 검사합니다.  

3. 스토리지 카드 검사를 선택하면 외장 메모리 카드에 있는 파일도 검사합니다.  

4. 실시간 검사 설정의 치료 가능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치료: 감염된 파일을 치료합니다.  

 검역소로 보내기: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로 보냅니다.  

5. 실시간 검사 설정의 치료 불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악성코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삭제: 감염된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대로 두기: 감염된 파일을 그대로 둡니다.  

 검역소로 보내기: 감염된 파일을 검역소로 보냅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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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설정 

업데이트를 실행할 때 적용할 내용을 설정합니다. 

 

그림 7-2 업데이트 설정 

1. 메뉴에서 도구→설정→업데이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업데이트 주기를 선택하고 주기를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시간별: 선택한 시간(1시간, 4시간, 12시간)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일별: 매일 또는 이틀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주별: 매주 또는 2주마다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Smart Update>가 나타납니다.  

3. 무선 연결 시 경고 표시를 선택하면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업데이트할 때 확인 창이 나타납

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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