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안전한 글로벌 표준압축

글로벌 표준압축 유틸리티 V3 Zip 2.0, 비즈니스 매너의 시작입니다.
V3 Zip 2.0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zip 포맷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률이 높은 포맷에 초점을 맞춘 고효율 비즈
니스 압축 유틸리티입니다. 또한 64bit 및 멀티코어 지원으로 속도와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쉽고 안전한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타제품과의 뛰어난
호환성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OS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V3 Zip 2.0은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의 시작입니다.

글로벌 표준 준수를 통한 압축 파일의 호환성 보장
멀티코어에 최적화된 설계로 고성능 압축/해제 지원
다양한 클라이언트 및 서버 OS 지원
V3의 보다 강력한 보안으로 비즈니스 신뢰성 강화

쉽고 안전한 글로벌 표준압축

왜 꼭 글로벌 표준압축 V3 Zip 2.0 일까?
국내 보안 브랜드 1위의 안철수연구소가 만든 안전한 비즈니스 유틸리티 V3 Zip 2.0으로 한 차원 높은 비즈니스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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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압축 프로그램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출처 : 코리아클릭)

주요 특징
빠른 압축과 해제
·멀티코어에 최적화된 설계
·32bit 및 네이티브 64bit 지원
편의성 강화

실제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압축 프로그램.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자체 포맷으로 압축된 파일은 호
환성이 낮아 공유가 불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체 포
맷으로 압축된 파일을 전달하면 수신자는 기존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표준 규격이 아닌 파일은 윈도우 오류의 주범
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압축/해제, 공유할 수 있는 V3 Zip 2.0은 비즈니
스 매너의 시작입니다.

사용환경
구분

내용

제공형태

Microsoft Windows 2000 / XP* /
Vista* / 7*
Microsoft Windows Server 2000 /
2003* / 2008*

Memory

32MB 이상

HDD

10MB 이상

·단축키 지원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뛰어난 접근성의 UI 제공
다양한 클라이언트 및 서버 OS 지원
·Microsoft Windows 2000/XP(32/64bit)/Vista(32/64bit)/7(32/64bit)
·Microsoft Windows Server 2000/2003(32/64bit)/ 2008(32/64bit)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6층 150-869
http://www.ahnlab.com
Tel. 02-2186-6000 Fax. 02-2186-6030
기업고객 핫라인. 02-2186-3082 등록관련 상담 및 재계약 안내. 1588-0396
Copyright (C) 2009-2010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 상기 OS의 32bit와 64bit 버전 모두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