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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브랜드가곧시장에서의우위를결정하는요소

다

올한해 IT시장에서주목을받은보안과클라우드분야에

서도업체간각축전은치열했다공격적마케팅으로구매자

시선을사로잡는가하면 인지도 높은 글로벌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기도했다각사의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담당자

들의창의성이돋보이는한해이기도했다

고속 DRAM 메모리테스트장비분야에서는아드반테스

트가 T5511을 앞세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 리뷰

안테크는 리뷰안950X를 통해 SSD 분야의 브랜드 우수업

체로선정됐다보안솔루션분야는가드잇을출시한엔시큐

어스토리지분야는넷클립스가각각선정됐다클라우드솔

루션은아이엔소프트의 클라우드OS가돋보였다

무선통신솔루션에서는 사이버텔브릿지가 에브리톡을

통해브랜드입지를공고히했다 이 밖에쎄미링크 유와이

즈원 코아비즈 미동전자 등도 브랜드 가치를 크게 제고한

업체로선정됐다

특히소프트메일이소개한백신은글로벌시장에이어한

국에서도인지도가크게올라가면서사용자가100만명을넘

어섰다 윤대원기자yun1972@etnewscom

시험속도 8정밀도 40 여유만만

아드반테스트(대표구로에신이치로)가차세대고속DRAM

메모리전용반도체테스트장비T5511로인기를얻고있다

범용 메모리 DRAM은 그래픽서버클라이언트모바일 등

많은분야에서사용되며각각의용도에따라독자적으로진화

한다조만간서버클라이언트분야주역이될DDR4SDRAM

은 DDR3SDRAM보다갑절의대역폭을제공하면서도 GDD

R5와같은기능이필요하다또모바일과그래픽분야에서는×

32 ×64같은I/O수가많은것이주류다미래를위한와이드I/

O는×256 I/O를넘어선DRAM의규격화도이끌고있다

진화를 이루는 DRAM 테스트는 각각 새로운 디바이스에

맞는최적의테스트솔루션이요구된다 동시에단일플랫폼

에서설계부터양산까지를망라하는테스트환경이바로그것

이다

T5511은 업계최고수준의시험속도 8와타이밍정밀

도±40를자랑한다현재가장빠른GDDR5SDRAM의속

도시험에여유를가지고대응하는셈이다또전체테스트핀

이8에대응고속에서테스트하는동시에측정개수는제한

이없다

타이밍 트레이닝 기능을 하드웨어로 실현한 점도 강점이

다 DDR4SDRAM과 GDDR5SDRAM의 측정에는 타이밍

트레이닝기능이필요하다 전용하드웨어를사용해기존소

프트웨어(SW) 지원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처리량 향상을

실현했다

프로그램작성도용이하다DDR4SDRAM과GDDR5SD

RAM의측정에필요한 CRC코드생성기능역시하드웨어로

실현했다 전용 하드웨어에서 자동으로 CRC 코드를 추가해

개별적으로 CRC코드를생성할필요가없어졌다 그만큼프

로그램작성이용이하다

고속 DRAM 메모리 테스트장비-아드반테스트 T5511

아드반테스트T5511은타이밍트레이닝기능을하드웨어로실현했다

처리속도 2000/s게임전문가용 대만족

리뷰안테크(대표안현철)의차세대데이터저장장치 리뷰

안950X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가격대비높은성

능으로올해많은인기를얻었던상품이다

전작인리뷰안850X가가격대비높은성능보급형중뛰어

난성능을제공했다면 리뷰안950X는게임전문가용으로최

고성능을추구했다

리뷰안950X시리즈가운데최고인 950X드라이브(DRIV

E)는최고속도초당2000메가바이트()와 25만초당입출력

량(IOPS)을 넘는성능을자랑한다 다른경쟁업체들은초당

500수준이다 이러한높은성능으로게임을실행할때기

존의어떤 SSD보다빠른속도짧은시간에실행할수있다는

게회사측설명이다

예를들어8기가바이트()용량의게임이있다면초당500

의일반SSD는16초가걸려야데이터를읽지만 950X드라

이브는 4초만에 8를읽을수있다 여기에운용체계(OS)나

프로그램실행에중요한속도인4K IOPS역시25초로여타S

SD의3배수준의높은속도를보인다

또 950X 드라이브는 기존의 SSD와 다르게 모듈방식으로

구성돼있는게특징이다 256부터2048 2테라바이트(T

B)까지소비자가직접장착 업그레이드할수있다교체가아

닌업그레이드방식으로쓸수있다는것도장점이다 용량부

족등으로SSD를늘릴때추가설치가용이하다

안현철리뷰안테크대표는 느린 컴퓨터와게임실행이답

답한소비자 그리고기존의 SSD로는 만족하지못하는사용

자들에게 여타 SSD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진 리뷰안950X가

최적의제품이될것이라며 출시단계부터높은관심을모으

고있는만큼소비자들에게전작보다더많은인기를받을것

으로기대했다

SSD-리뷰안테크 리뷰안950X

리뷰안테크리뷰안950X는기존SSD와달리모듈방식으로구성돼있다

디자인품질차별화로생산량 95% 수출

블루투스무선제품전문업체쎄미링크(대표이석용)가개

발한스마트폰셀카리모컨이전세계 20개국이넘는나라에

서50만대이상판매됐다

스마트폰카메라전용리모컨인 셔터볼(Shutter Ball)은

블루투스40 기술로개발된국내최초제품으로 2014년미국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디자인이노베이션상을받았다

미국뉴욕타임스윈디윌리암스TV쇼에도소개가됐다한

국아리랑TV의코리아투데이프로그램에도소개됐다

올해는셀카봉이국내여러 TV프로그램에소개돼중국산

셀카봉판매가급증하며중국산블루투스셀카리모컨도같이

수입돼매우낮은가격에판매됐다 이석용쎄미링크대표는

쎄미링크블루투스제품은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제

조해 생산량의 95% 이상을 수출했는데 그 비결은 디자인과

품질에있다고설명했다

스마트폰보급은국내는물론이고전세계에충분하다 스

마트폰의카메라성능이좋아졌으며사용편리성으로일반디

지털카메라를 휴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폰블루투스셀카리모컨은스마트폰필수액세서리로

자리잡았다

쎄미링크는최근 젊은사용자의취향에맞는 디자인과컬

러를반영한셔터마카롱이라는신규제품을출시해좋은반

응을얻고있다셔터마카롱은 500원동전크기의실제마카

롱 과자와 비슷한 모양과 파스텔 컬러를 적용했고 셀카봉에

장착할수있는홀더를기본으로제공해사용편리성을제공

하고있다셔터마카롱은블루투스를지원하고볼륨버튼으

로사진이찍히는모든카메라애플리케이션(앱)에서사용이

가능한방식이라사용자가선호하는여러앱에서더욱편리하

게사용할수있는제품이다

블루투스리모컨-쎄미링크 셔터 볼

쎄미링크 셔터볼은올해CES에서디자인이노베이션상을받았다

원클릭스마트검사국내사용자 100만명

어베스트는 지난 10월 어베스트 백신 2015를 출시했다

이후전세계사용자2억3000만명을넘어섰다시장조사업체

OPSWAT에따르면올해10월기준어베스트는세계시장점

유율 1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글로벌백신어베스트

는한국시장에서도인지도가크게올라가면서사용자가 100

만명을넘어섰다

어베스트의한국전략적파트너소프트메일(대표오봉근)

은높은바이러스탐지율과정확도를기반으로국내시장점유

율을높이고있다 어베스트 2015는 원클릭으로이루어지는

스마트검사기능을추가했다 사용자가수동으로 PC를검사

할때보안관련지식이없더라도쉽고편리하게 PC와개인정

보를보호할수있도록했다

스마트 검사는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소프트웨어 업데이

트홈네트워크보안등의복잡한검사를한번의클릭으로진

행한다사용자 PC에필요한문제해결방법을마우스클릭만

으로쉽게따라할수있도록도와줘부모님도어렵지않게사

용할수있다

어베스트2015에추가된새로운기능중홈네트워크보안

HTTPS검사 브라우저클린 시큐어 DNS 등은독특한기능

이다 최근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중요한정

보와 PC를 보호한

다 홈 네트워크 보

안은가정이나소규

모기업의네트워크

환경에잠재된보안

허점으로부터 발생

하는위협을방어한

다

HTTPS 검색은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고있는암호화된

웹사이트와콘텐츠

에서활동하는악성

코드를검출해보다

안전한인터넷환경

을 제공한다 국내

에서액티브X가퇴출되고결제시스템개선이라는분위기가

형성되면서어베스트백신의세이프존기능이제대로활용될

전망이다

백신-소프트메일 어베스트 백신 2015

소프트메일 어베스트 백신 2015는 높은 바

이러스탐지율로시장점유율을높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