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보안 제품 목록 - 270개 (2009.05.07)

- 서비스 이용 가능 제품 : 168개 제품

- 서비스 중단 / 변경 제품 : 100개 제품

- 서비스 준비 중 : 2개 제품

※ 서비스 여부는 제작사 홈페이지 활성화 여부를 중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품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개미핥기   2006   : 비씨파크

고무신 : 서비스 중단

그레이제로 : 서비스 중단

깔끔이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나노애드 : 서비스 중단

네이버   PC  그린   : 무료 백신 / Kaspersky 엔진 + 하우리 엔진

넷보안관   (Net Boan)   : (주)프리아이커뮤니케이션 / 방화벽 프로그램

넷스파이 : 서비스 중단

넷클리어   (Net Clear)   : 서비스 중단

넷피아   PC  클린   : (V) 유료 / 무료 백신

노애드   (NoAD)   : AVG 엔진

누구니 클린 : 무료 제품

다막자 : (주)와우소프트 / ActiveX 차단 프로그램

다지워 : 서비스 중단

닥터윈   (DR. WIN)   : 애드넷(ADNET)

닥터피씨   2008   : 서비스 중단

닥터피씨프리 : 서비스 중단

닥터 바이러스   (Dr.Virus)   : (주)미디어포트

http://www.bcpark.net/software/pay.html?lkind=238&mkind=1234
http://www.drvi.com/
http://drpcfree.com/
http://doctorpc2008.com/
http://www.drwin.co.kr/
http://cafe.daum.net/dajiwa
http://www.damagja.com/
http://nclean.nuguni.com/
http://www.no-ad.co.kr/
http://www.pcclean.org/
http://www.netclear.co.kr/index.php
http://new.net-spy.co.kr/index.htm
http://www.netboan.com/
http://security.naver.com/
http://www.nano-ad.com/
http://media-soft.co.kr/main/
http://www.grayzero.co.kr/
http://gomusin.net/


닥터백신   (Doctor Vaccine)   : (주)엔케이솔루션

닥터세이브   (Dr-SAV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닥터스캔 : 서비스 중단

닥터스캔   2007 (DRscan)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닥터스파이웨어   (DoctorSpywar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닥터 스파이제로   (DR SpyZero)   : 이지소프트

닥터웹 : 서비스 중단

닥터제로 : 서비스 중단

닥터컴 : 서비스 중단

닥터코드 : 서비스 중단

닥터클리너 : 서비스 중단

닥터클리어   (Dr.Clear)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닥터프로 : 서비스 중단

닥터피씨클린   (Doctor PC Clean)   : (주)하루CMS

당나귀클린   (Donkey Clean)   : 당나귀클린

돛자리 : 블루넷

디비클린   (DB Clean)   : 엠브이커뮤니케이션

디스크스터 : 서비스 변경 (피시세이프티 (PCSafety))

디스크천사 : 서비스 중단

마이신 스파이웨어   2.5 (Myccine Spyware 2.5)   : EGN

마이클리너   (MY Cleaner 2005)   : 마이클리너

마이피시닥터   (MYPCDOCTOR)   : (주)엔케이솔루션

마이피씨천사   (MyPC 1004)   : dgsystem

http://mypc1004.com/
http://www.mypcdoctor.co.kr/
http://www.mycleaner.co.kr/
http://www.myccine.com/
http://disk1004.com/
http://diskster.com/
http://www.dbclean.co.kr/
http://www.dozzari.com/
http://www.donkeyclean.co.kr/
http://drpcclean.com/v2/index.html
http://doctorpro.co.kr/%20
http://drclear.co.kr/main/
http://drcleaner.net/main/
http://drcode.co.kr/
http://www.doctor-com.net/
file:///C:/Documents and Settings/Dream2007/My Documents/??? ???/??/ http://www.dr-zero.com/frame.htm
http://www.dr-web.co.kr/frame.htm
http://drspyzero.com/
http://doctorspyware.co.kr/main/
http://drscan.co.kr/main/
http://www.dr-scan.net/frame.htm
http://dr-save.co.kr/
http://www.doctorvaccine.co.kr/


멘토 안티바이러스   (Mentor AntiVirus)   : 무료 백신 / (구) 가루약

메트로캅스   (metroCops)   : (주)알엔디소프트

물약   (MoolYak)   : 물약

뮤프리 메딕 : 서비스 변경 (SECUCOM)

뮤프리 클린센터 : 서비스 중단

바이닥터   (ViDr.+)   : (주)온에어미디어

바이러스바이   (VirusBye)   : K.S.Zone

바이러스백신   (VirusVaccine)   : K.S.Zone

바이러스 백신   (VI-Vaccin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바이러스블럭   (Virus-Block)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바이러스 체커 : 서비스 변경 (스파이클린 (SpyClean))

바이러스 체크 : 서비스 변경 (백신툴 (VaccineTool))

바이러스 체이서   (Virus Chaser)   : (주)에스지알아이 / 닥터웹 (Dr.Web) 엔진

바이러스 캐치   (Virus Catch)   : 바이러스 캐치

바이러스 클리닉   (VIRUS CLINIC)   : 서비스 중단

바이러스킬 : 서비스 중단

바이러스킬   (Virus-Kill)   : (주)엔케이솔루션

바이로봇   (ViRobot)   : (주)하우리

바이스탑 : 서비스 변경 (SECUCOM)

바이아웃 : 서비스 중단

바이오피씨메딕 : 서비스 중단

바이코드 : 서비스 중단

바이큐브   (Vi Cube)   : 웹토스

http://www.vicube.co.kr/main.php
http://vicode.co.kr/
http://biopcmedic.com/
http://www.viout.com/index.html
http://vistop.com/
http://www.hauri.co.kr/
http://virus-kill.co.kr/
http://vikill.com/frame.htm
http://virusclinic.kr/
http://viruscatch.co.kr/
http://www.viruschaser.com/main/index.jsp
http://viruscheck.co.kr/
http://viruschecker.co.kr/
http://virus-block.com/
http://www.vi-vaccine.co.kr/index.php
http://www.virusvaccine.kr/
http://www.virusbye.net/
http://www.vidr.net/
http://mufree-clean.com/
http://medic.mufree.com/
http://www.moolyak.co.kr/
http://www.rndsoft.co.kr/index.php
http://mentory.co.kr/zbxe/


바이큐어   (Vicure)   : 바이큐어

바이킬러 : 서비스 중단

백시놀 : 서비스 중단

백신   2009 (Vaccine 2009)   : K.S.Zone

백신  7   : 서비스 중단

백신소프트   (VaccineSoft)   : 백신소프트

백신소프트   2007   : 서비스 변경 (컴큐어 (COMCURE))

백신스파이   2008   : 서비스 변경 (스파이클린 (SpyClean))

백신스파이웨어   (Vaccine Spywar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백신시스템   (Vaccine System)   : 보노텍스타일

백신제로   (Vaccine-Zero)   : 에이코리아

백신코리아   (Vaccine Korea)   : 백신코리아

백신큐   (Vaccine Q)   : 코리아커널

백신프로   (VaccinePro)   : (주)엔케이솔루션

백신프로그램   (Vaccine-Program)   : (주)엔케이솔루션

백신프로그램 플러스   (Vaccine Program Plus)   : (주)아이트리니티

백신프로그램   2007   : 서비스 변경 (스파이클린 (SpyClean))

백신프리   (Vaccine Fre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백신프리   (Vaccine Free)   : 에이코리아

백신툴   (VaccineTool)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버그코리아 : 서비스 중단

보안센터   (Security Center)   : TNTSOFT

보안시스템 / 보안프로그램 : 보안시스템 / 보안프로그램

http://boanprogram.com/
http://boansystem.com/
http://www.sc-center.com/
http://www.bugkorea.net/safety
http://vaccinetool.com/
http://vaccine-free.co.kr/
http://vaccinefree.co.kr/
http://vaccineprogram2007.co.kr/
http://vaccineprogramplus.com/
http://www.vaccine-program.co.kr/
http://www.vaccinepro.co.kr/
http://vaccineq.co.kr/
http://vaccinekorea.com/
http://www.vaccinezero.co.kr/
http://www.vaccine-system.com/
http://vaccinespyware.co.kr/main/
http://vaccinespy.com/
http://vaccinesoft2007.com/
http://vaccinesoft.com/
http://www.vaccine7.com/
http://vaccine2009.com/
http://www.nicezip.co.kr/
http://www.vikiller.com/
http://www.vicure.net/


비이소프트 : 서비스 중단

새싹   (Sessak Anti-Virus)   : 서비스 준비 중

서치스파이   (Searchspy)   : (주)와우소프트

세이프백신   (Safe Vaccine)   : 세이프백신

세이프업   (SafeUP)   : 세이프업

세이프피씨   (Safe-PC)   : K.S.Zone

세이프피씨   (SafePC)   : 드림소프트

소프트안티바이러스   (SoftAntiVirus)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스마트  119 (Smart119)   : (주)아이쇼소프트

스캔바이러스   (ScanVirus)   : (주)이비즈네트웍스

스캔제로   (Scan Zero)   : 엠브이커뮤니케이션

스파이노   (SPYNO)   : 스파이노 소프트

스파이다잡아 : (주)하루 씨엠에스

스파이로봇 : 서비스 중단

스파이맵   (SPYMAP)   : (주)온에어미디어

스파이메딕   (SPYMedic)   : (주)와우소프트

스파이백신   (SPY-Vaccine)   : K.S.Zone

스파이엑스 : 서비스 중단

스파이원샷   (SpyOneShot)   : (주)워멕

스파이캅   (SPYCOP)   : 드림소프트 

스파이캅 프로   (SPYCOP PRO)   : (주)온에어미디어

스파이클리어 : 서비스 중단

스파이클린   (SpyClean)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http://spyclean.co.kr/
http://spy-clear.com/
http://spycop.co.kr/
http://spycop.kr/
http://www.spyoneshot.co.kr/
http://spy-x.net/
http://spyvaccine.net/
http://www.spymedic.co.kr/
http://spymap.co.kr/
http://www.spyrobot.net/php/main.php
http://spydajaba.com/
http://www.spyno.co.kr/
http://scanzero.com/
http://www.scanvirus.co.kr/
http://www.smart119.co.kr/
http://softantivirus.co.kr/
http://www.safepc.kr/
http://www.safe-pc.kr/
http://www.safeup.co.kr/index.html
http://www.safevaccine.net/
http://searchspy.co.kr/v2/index.htm
http://www.sessak.com/board.php?bid=206
http://www.gnw.kr/index.php


스파이킬 : 서비스 중단

스파이헌터 네오   (Spy Hunter NEO)   : 명성소프트

스피너스   (Speenus)   : 엠브이커뮤니케이션

시큐피씨   (SecuPC)   : 서비스 변경 (피시세이프티 (PCSafety))

썬클린 : 서비스 중단

아이세이퍼   (iSAFER)   : (주)이소프팅

아이홈닥터   (iHomeDoctor)   : (주)티브로드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Anti Spyware Program)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안티스파이 플러스   (AntiSpy Plus)   : 온에어미디어

안티에드   (antiAD)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안티클린   (AntiClean)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알약   (ALYac)   : (주)이스트소프트

애니그레이   (AnyGray)   : 사용자 몰래 설치되는 프로그램 삭제 프로그램 / (주)클린지

애니클리너 : 서비스 변경 (안티클린 (AntiClean))

애니큐어   (Anycure)   : (주)네티모 커뮤니케이션즈

애니키퍼   (ANYKeeper)   : 서비스 중단

애드노   (AD-No)   : 애드노

애드락 : 서비스 변경 (이클린소프트 (eCleanSoft))

애드스나이퍼   (ADSniper)   : 서비스 변경 (닥터세이브 (Dr-SAVE))

애드스위퍼 : 서비스 중단

애드스캔   (AD Scan)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애드스파이더 다잡아   (AD-SPIDER)   : (주)디지탈온넷

애드워치 : 서비스 중단

http://eince.g3.cc/adwatch/index.htm
http://www.ad-spider.co.kr/
http://www.adscan.co.kr/main/
http://www.ad-sweeper.com/
http://www.adsniper.co.kr/main/main.html
http://www.ad-lock.com/
http://www.adno.kr/
http://anysoftkorea.com/html/index.html
http://anycure.co.kr/
http://anycleaner.co.kr/
http://anygray.com/homepage/
http://alyac.altools.co.kr/main/Person.aspx
http://anticlean.com/
http://antiad.co.kr/main/
http://www.anti-spy.co.kr/
http://antispywareprogram.co.kr/main/
http://203.236.207.30/
http://www.isafer.co.kr/
http://www.sunclean.co.kr/
http://secupc.com/
http://speenus.com/
http://spyhunter.co.kr/
http://www.spy-kill.co.kr/


애드제로 : 서비스 변경 (피시월 (PC-WALL))

애드캅 : 서비스 중단

애드캐치 프로   (AD CATCH PRO)   : 웹파스타

애드캡쳐   (Adcapture)   : (주)온에어미디어

애드캣   (ADCAT)   : (주)다큐

애드클리너   (ADCleaner)   : (주)온에어미디어

애드클리닉   (AD-Clinic)   : ABIT

애드클리어   (AD CLEAR)   : 더오름

애드클린   (ADCLEAN)   : (주)애드클린

애드킬러   (AD KILLER)   : 엠앤지솔루션

야후 툴바 실시간 무료백신 : 닥터웹 (Dr.Web) 엔진

어베스트   (avast!)   : (주)소프트메일 / 해외 보안제품

에어피시   (AIRPC)   : (주)비행기

엑스클린   (X-clean)   : 서비스 준비 중

엑스포스 : 서비스 중단

엑스프리   (X-FREE)   : 드림소프트

엑스피드   PC  안심이   : 엑스피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용 / 유료 백신 / 하우리 엔진

엔씨케어   (Nccare)   : (주)니오커뮤니케이션

엠가드   (mGuard)   : MSN 메신저 보안 / (주)이비즈네트웍스

오투컴   (O2Com)   : (주)피씨닥터

오픈클린 : 서비스 중단

울타리   (Safe Fence)   : 개꿈닷넷

원  -  클린   (One-Clean)   : 클린원

http://one-clean.com/
http://rodream.net/index.htm?page=safefence
http://www.openclean.com/
http://www.o2com.kr/
http://mguardlab.com/
http://nccare.pcbang.net/
http://pcansimi.powercomm.com/index.asp
http://www.x-free.kr/
http://www.x-force.co.kr/
http://www.x-clean.co.kr/
http://www.airpc.co.kr/
http://www.avast.co.kr/
http://kr.toolbar.yahoo.com/
http://www.ad-killer.net/
http://www.adclean.co.kr/
http://ad-clear.com/
http://www.ad-clinic.co.kr/
http://www.adcleaner.co.kr/
http://adcat.da-q.com/main/index.asp
http://www.adcapture.co.kr/
http://www.adcatch.co.kr/
http://www.adcop.co.kr/
http://www.ad-zero.com/index.php


웹프로텍터 : 서비스 중단

윈닥터 : 서비스 중단

윈도우 매니저 플러스   (Window Manager Plus)   : (주)와우소프트

윈세이퍼   (WinSafer)   : 오마이비즈

유웨어 : 서비스 변경 (안티클린 (AntiClean))

스위퍼아이   (Sweeperi) /   클린아이   2008 (Cleani 2008)   : (주)유현컴퓨터보안

이수비 프로페셔널   (eSubi Professional)   : 이수비닷컴

이지캅 : 서비스 중단

이지캐치 : 서비스 변경 (SECUCOM)

이클린소프트   (eCleanSoft)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제로 바이러스   (Zero-Virus)   : (주)엔케이솔루션

제로백신   (Zero Vaccine)   : 에이코리아

지오랩   (Giolab)   : 지오랩

지우게 : 서비스 변경 (컴큐어 (COMCURE))

컴도리   (Comdori)   : 컴돌이

컴지키미 : 서비스 중단

컴큐어   (COMCUR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케이블닥터   (Cable Doctor)   : 소빌(Sovill)

캐치스파이웨어   (CatchSpywar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코드   119   : 서비스 중단

코드마스터   (Code Master)   : 오마이비즈

코드엑스   1.0   : 조아툴스

코드클린   (CodeClean)   : (주)ESC Soft

http://www.codeclean.co.kr/
http://www.joatools.com/
http://codemaster.co.kr/
http://code119.co.kr/
http://catchspyware.co.kr/main/
http://www.sovill.com/pccenter/
http://comcure.co.kr/
http://www.comzikimi.co.kr/
http://comdori.co.kr/board/index.php
http://msconfig.co.kr/
http://www.giolab.co.kr/
http://www.zerovaccine.co.kr/
http://www.zero-virus.co.kr/
http://ecleansoft.co.kr/
http://www.ezcatch.net/
http://www.ezcop.com/frame.htm
http://www.esubi.com/
http://www.uhyun.com/
http://www.you-ware.com/
http://winsafe.co.kr/
http://wmplus.co.kr/
http://windoctor.co.kr/
http://www.generalsoft.co.kr/index.htm


쿨코드 : 서비스 중단

퀵클린 : 서비스 중단

큐어컴 : 서비스 변경 (오투컴 (O2Com))

클리어디스크 플러스 : 서비스 변경 (SECUCOM)

클리어컴 : 서비스 중단

클리어피시 : 서비스 중단

클리어피씨   (CLEAR-PC)   : K.S.Zone

클린스파이   (CleanSPY)   : (주)이비즈네트웍스

클린스파이웨어   (Clean Spyware)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클린엑스   2007 (CleanX 2007)   : 데이타웨이브시스템

클린캅 : 서비스 중단

클린포스 : 서비스 변경 (백신툴 (VaccineTool))

클린  PC (CleanPC)   : 클린피씨

터보백신   (Turbo Vaccine)   : (주)에브리존

프리클리어   (Free Clear)   : (주)써치앤클릭

플랜티웨어 안티스파이   (Plantyware AntiSpy)   : (주)플랜티넷

플러스  -  백신   : 서비스 중단

플러스백신   (+ Vaccine)   : 플러스백신

파워백신 : 서비스 변경 (컴큐어 (COMCURE))

피시라이트 : 서비스 중단

피시세이프   (PC Safe)   : 엔터

피시세이프티   (PCSafety)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피시월   (PC-WALL)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http://pc-wall.co.kr/
http://pcsafety.co.kr/
http://www.pcsafe.kr/
http://pcright.co.kr/frame.htm
http://powervaccine.com/
http://www.plusvaccine.com/
http://www.plus-vaccine.com/index.php
http://www.plantyware.co.kr/
http://www.freeclear.co.kr/index.php
http://www.everyzone.com/
http://www.cleancom.kr/board/index.php
http://www.cleanfos.com/
http://cleancop.co.kr/
http://www.cleanx.co.kr/
http://cleanspyware.co.kr/main/
http://www.cleanspy.co.kr/
http://clear-pc.net/
http://www.clearpc.co.kr/frame.htm
http://www.clearcom.co.kr/
http://cleardisk-plus.com/
http://www.curecom.co.kr/
http://www.quick-clean.co.kr/
http://www.cool-code.net/


피씨메디컬 : 서비스 중단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 운영)

피씨세이버 : 서비스 중단

피씨스파이더   (PC Spider)   : 클린-원

피씨엔진 : 서비스 중단

피씨 지킴이   (PC   지킴이  )   : PCGKIMI

피씨클리어   (PCClear)   : (주)이비즈네트웍스

피씨클린업 : 서비스 중단

피씨플러스   (PC Plus)   : (주)시티원플래닝

해울 : 서비스 중단

홈닥터   (Home Doctor)   : (주)티브로드

Ad-aware : 서비스 중단

AD-SAFE : 서비스 중단

AntiVir : 서비스 중단

AV-SCAN PRO : EGN Inc.

BitSHIDLDER AntiVirus : Bizet Inc. / BitDefender 엔진

ClearDisk : 서비스 중단

Codepol : 서비스 중단

ComClean : 서비스 중단 (중고 LCD 판매, 수리 전문업체 사이트 운영) 

Da-Juba (nothing-virus) : 서비스 중단

Doctor for VAIO : (주)피씨닥터

DrMedic : 서비스 중단

ESCANPC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Escape : 서비스 변경 (안티클린 (AntiClean))

http://escape.co.kr/
http://escanpc.co.kr/
http://www.drmedic.co.kr/frame.htm
http://doctorforvaio.com/
http://dajuba.com/main/main.html
http://www.comclean.co.kr/
http://www.codepol.com/
http://www.cleardisk.com/homepage/index.html
http://www.bitshielder.co.kr/product/antivirus.asp
http://www.av-scan.com/
http://antivir.co.kr/frame.htm
http://www.ad-safe.com/
http://www.ad-aware.co.kr/frame.htm
http://safer.vitssen.com/
http://www.heaul.com/
http://www.pcplus.or.kr/
http://www.pccleanup.net/
http://www.pcclear.com/
http://www.gkimi.com/
http://pcngine.com/
http://www.pc-spider.co.kr/main.php
http://new.pc-saver.co.kr/index.htm
http://pcmedical.co.kr/main/index.php


G2 : 서비스 변경 (백신툴 (VaccineTool))

Home Clean System : 스타솔루션

Kaspersky : Kaspersky Lab / 해외 보안제품

KS1 : 서비스 중단 (명함 제작 사이트 운영)

Micro AD Plus : 스타솔루션

Micro AD Scan : 서비스 중단

Micro AD System : 서비스 중단

Norton : Symantec / 해외 보안제품

NoSpy : 드림소프트

Nothing-Virus : 지온네트웍스

nProtect : 잉카인터넷

PC  닥터   : (주)보안연구소

PC  도사   2007   : 서비스 중단

PC   매니저   (PC Manager)   : (주)와우소프트

PC  백신   (PC Vaccine)   : 에이코리아

PC  보안   (PC-Boan)   : 피씨보안

PC  보호   : 서비스 중단

PC  사랑   : 서비스 중단

PC   세이브플러스   (PC SavePlus)   : (주)싱크윈아이엠에스

PC   세이퍼 플러스   (PC Safer Plus) / PC   세이퍼   2007   : (주)싸이퍼로지스

PC   연구소   2009   : PC-LAB

PC  천사   : (주)제이니스

PC  캅   (PC-COP)   : PC-COP

http://www.pc-cop.net/
http://www.pcangel.co.kr/
http://www.pc-lab.co.kr/index.php
http://www.pcsafer.com/
http://pcsaveplus.com/
http://www.pc-sarang.com/index.php
http://pcboho.com/
http://www.pc-boan.com/
http://www.pcvaccine.co.kr/
http://www.pc-manager.net/
http://pcdo4lab.cafe24.com/
http://www.secusoft.co.kr/index.asp
http://www.nprotect.co.kr/v6/index.html
http://nothing-virus.co.kr/main/main.html
http://www.nospy.kr/
http://www.symantec.com/ko/kr/index.jsp
http://microadsystem.com/
http://www.microadscan.com/main.html
http://microadplus.com/
http://www.s-lab.co.kr/
http://www.kaspersky.co.kr/
http://www.homecleansystem.com/
http://g2.co.kr/


PC  캅   : 서비스 중단

PC  케어   : 서비스 중단

PC   클린존   (PC Cleanzon)   : (주)클린지역

PC  터보   (PC Turbo)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PCFree : PCFree

PCZero Anti Spyware : (주)서치링크

PCZet : (주)웰비아닷컴

QOOK   인터넷 닥터   (QOOK Internet Doctor)   : (구)메가닥터 / 바이러스 체이서 엔진 

/  KT 인터넷 사용자용

SECUCOM : (주)아이엔티미디어랩

SK   브로드밴드   : (주)SK브로드밴드 / 하우리 엔진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자용

Speed UP : 서비스 중단

SPY-119 : JAMI NET

STOP : 서비스 변경 (스파이클린 (SpyClean))

TC   해킹   (TC Hacking) / TC   스파이닥터   (TC SpyDoctor) / TC   바이러스   (TC   

Virus) : (주)프리아이커뮤니케이션

TSC+ Ultra : 대구과학대학

V3 365 / V3 Lite : 안철수연구소

V  클린   : 서비스 중단

Vaccine 2008 : K.S.Zone

VIDOCTOR : 서비스 중단

VIRUS    스톱   : 서비스 중단

VIRUS   캅   : 서비스 중단

VIRUS119 : 서비스 중단

http://virus119.co.kr/
http://viruscop.co.kr/frame.htm
http://www.virusstop.co.kr/frame.htm
http://vidoctor.com/
http://www.vaccine2008.com/
http://v-clean.com/
http://home.ahnlab.com/
http://blog.naver.com/tsc_plus
http://www.tc-system.com/
http://www.tc-system.com/
http://stop.co.kr/
http://spy119.com/
http://www.speedup.co.kr/
http://clean.skbroadband.com/
http://secucom.co.kr/
http://megadoctor.megapass.net/part4/main.jsp
http://www.wellbia.com/real/index.html
http://www.pczero.co.kr/
http://www.pcfree.co.kr/
http://www.pcturbo.co.kr/
http://www.cleanzon.co.kr/cleanzon_tvplus.asp?go=g
http://pccare.kr/
http://www.pc-c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