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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체크(SMART Check) 사용자 안내서 

Copyright SPC & Everyzone Inc. All rights Reserved. 

 

본 안내서의 내용과 스마트 체크(SAMRT Check) SW는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보호 받

고 있습니다. 

 

2019년 04월 15일 제 1 판 발행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5길 3 솜씨빌딩 

대표번호: 02-567-2567 

팩스번호: 02-567-2933 

홈페이지: https://www.spc.or.kr 

 

주식회사 에브리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에브리존 

대표번호: 02-3274-2700 

팩스번호: 02-3274-2709 

홈페이지: http://www.turbovaccine.com 

 

[제품 지원 사항] 

1. 스마트 체크는 전용 또는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 체크는 PC에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1) 소프트웨어, 폰트 정보(DB)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02-567-2567(129) 

(2) SMART Check SW 기술 문의: 에브리존 02-3274-2700 

  

https://www.spc.or.kr/
http://www.turbovacc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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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소개 

1.1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제품 개요 및 주요 기능 

 

❖ 제품 개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SW과 PC 보안을 위협하는 악성코드 방지를 위

한 SMART Check Service를 제공합니다. 

SMART Check Service는 PC내에 설치되어 있는 SW가 무엇인지 사용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악성코

드로부터 안전하게 PC를 보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체크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AM-DB)와 에브리존(터보백신)이 공동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SMART Check 메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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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1. SAMDB를 활용하여 PC에 설치된 SW 검색 / 삭제하기 

SMART Check Service는 국내 최대 SW DB인 SAMDB를 활용하여 PC에 설치되어 있는 SW의 상용, 

프리, 셰어,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SW를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저장되어 있는 서체(Font SW)를 검색 

사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Font(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Font가 상용, 셰어 Font(서체)

인지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악성코드 검색/치료 

사용 PC에 악성코드를 검색하고, 감염 시 바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4. DB 로딩 없는 빠른 검색 

빠른 검사 : 별도의 설정 없이 악성코드 및 기본 시스템을 검사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정밀 검사 : 사용자가 직접 검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검사를 지원합니다 

5. 자동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SW 정보, 신종 악성코드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6. 멀티코어 기반 CPU 지원 

멀티코어 컴퓨터에서 그래픽, 설계, DB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멀티코어 지원 기능으로 

보다 적은 CPU 점유율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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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설치 

2.1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설치 진행 과정 안내 

(1) 홈페이지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2) 다운 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3) 스마트 체크(SMART Check)의 설치 경로를 확인 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SMART Check User Manual 6 

(4) 스마트 체크(SMART Check)의 시작 메뉴 폴더를 선택 또는 이름 등록 후 [설치]를 클릭합니다. 

 

(5) 스마트 체크(SMART Check)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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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 체크(SMART Check)의 설치가 완료된 후 [마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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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설치 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정상 설치 및 사용을 위한 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시스템  

 

지원 

운영체제 

Windows 7 

Windows 8, 8.1 

Windows 10 

 

* Windows XP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최소사양 

Intel Pentium 코어2듀오 1.8GHz 이상 

최소 메모리 1GB 이상 

1GB swap(가상 메모리) 

100MB 이상 하드 드라이브 설치 여유 공간 

4GB 이상 하드 드라이브 운영 여유 공간 권장 

 

※ 스마트 체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화벽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 통신이 차단되는 경우, 스마트 체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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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실행 

3.1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실행 메인 화면 안내 

 

스마트 체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의 실행 아이콘과 오른쪽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위치한 아이

콘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클릭서비스 실행을 선택합니다. 

 

 

< 바탕화면 실행 아이콘 >              < 작업 표시줄 아이콘 및 메뉴 실행 아이콘 > 

 

❖ 메인 화면 영역별 아이콘 배치 및 지원 사항 

  스마트 체크의 메인 화면은 SW 점검 도구 영역과 악성코드 검사 치료 영역으로 나눕니다. 

 

 

< 스마트 체크 메인 화면 - SW 점검 도구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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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체크 메인 화면 - 악성코드 검사 치료 영역 > 

 

스마트 체크(SMART Check)의 메인 화면 및 구성 항목을 소개합니다. 

A 영역 

 스마트 체크 제품 관련 등록 정보 및 환경 설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체크 업데이트 실행  인터넷을 통해 최신 DB 업데이트 진행 

 
스마트 체크 도움말 실행  인터넷을 통해 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환경 설정 열기  SW 점검 설정 및 악성코드 검사 치료 설정 가능 

 
화면 최소화 실행 

 
화면 닫기 실행 

B 영역 

SW 점검 도구 영역으로 설치 SW 및 설치 폰트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설치 SW 검사를 실행한 날짜를 보여줍니다. 

 
현재 스마트 체크 SW 버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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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SW 검사를 진행합니다. 

 

C 영역 

  악성코드 검사 치료 영역으로 PC의 모든 파일에 대해서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검사를 실행한 날짜를 보여줍니다. 

 
현재 악성코드 SW 버전을 보여줍니다. 

 

악성코드 검사 후 치료된 파일은 검역소로 이동합니다.  

검역소에서 파일을 선택 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행 시에는 악성코드 DB가 없기 때문에, 최신 악성코드 DB를 

다운로드 받은 후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D 영역 

  스마트 체크 광고 영역으로, 외부 업체로부터 배너 광고를 의뢰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MART Check User Manual 12 

3.2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주요 기능 안내 

 

스마트 체크(SMART Check) 프로그램의 주요 항목 기능을 안내합니다. 

 

❖ SW 및 폰트 검색 기능 

  PC에 설치된 SW와 폰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SW 점검 도구 영역에서 을 클릭합니다. 

2. PC에 설치된 SW와 폰트를 검색합니다. SAM-DB를 다운로드 받은 후, 압축을 풀은 상태에서 진행

을 하기 때문에 검사에 평균 10~30분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스마트 체크 SW 검색 진행 화면 > 

 

3. 검색이 완료되면 가운데 SW 자율 점검 결과가 나타나며, SW정보와 Font 정보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자세히]를 클릭하면 세부적인 검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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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체크 SW 검색 완료 화면 > 

❖ SW 자율 점검 결과 자세히 보기 기능 

  PC에 설치된 상용 및 프리 SW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용 SW 삭제할 수 있습니다. 

SW 자율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설치된 SW 정보 점검 결과 

 

< 스마트 체크 SW 검색 완료 – SW 결과 상세 내용 보기 > 

 

 검색된 SW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용여부를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컬럼을 선택하

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상용SW / 셰어웨어 / 프리웨어 / 공개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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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자율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설치된 SW 제거하기 

 

< 스마트 체크 SW 검색 완료 – SW 결과 상세 내용에서 선택 SW 제거하기 > 

 

 검색된 결과 SW 목록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SW를 선택한 후, [제거하기]를 선택하면SW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W 자율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선택한 SW 삭제 결과 

 

   

< 스마트 체크 SW 검색 완료 – 선택 SW 삭제 알림 및 삭제 진행 화면 > 

 

 선택한 SW가 삭제가 되면 결과 상세 내용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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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자율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설치된 폰트 정보 점검 결과 

 

< 스마트 체크 폰트 SW 검색 완료 – 폰트 결과 상세 내용 보기 화면 > 

 

 검색된 폰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용 폰트와 셰어 폰트를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컬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SW 자율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설치된 폰트 제거하기 

 

< 스마트 체크 폰트 SW 검색 완료 – 폰트 결과 상세 내용 삭제 폰트 선택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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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폰트 결과 상세 내용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폰트를 선택한 후, [제거하기]를 클릭하면 폰

트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W 자율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선택한 폰트 삭제 결과 

 

< 스마트 체크 폰트 S W 검색 완료 –삭제 폰트 제거 완료 화면 > 

 

 선택한 폰트가 삭제가 되면 결과 상세 내용에서 사라집니다. 

 

❖ 악성코드 검사 치료 기능 

  PC에 숨어 있는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악성코드 검사 치료 영역에서              을 클릭하여 터보백신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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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검사 치료 – 터보백신 다운로드 안내 화면 > 

 

2.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터보백신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터보백신 설치 진행 화면 > 

 

3. 터보백신의 설치가 완료되면, [빠른 검사]와 [정밀 검사] 버튼이 나타나며, 원하는 검사 방식을 선

택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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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검사 치료 – 검사 방식 선택 화면 > 

 

❖ 악성코드 검사 치료 기능 – 빠른 검사와 정밀 검사 

터보백신은 [빠른 검사]와 [정밀 검사]의 두 가지 방식의 악성코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악성코드 검사 치료 기능 – 빠른 검사 선택하기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빠른 검사 선택 화면 > 

 

 [빠른 검사]는 윈도우 시스템 영역에 대해서 악성코드 검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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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검사 치료 – 빠른 검사 진행 중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빠른 검사 진행 화면 > 

 [빠른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20분정도 소요됩니다. 

 

악성코드 검사 치료 – 빠른 검사 완료 후 악성코드 점검 결과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빠른 검사 완료 화면 > 

 [빠른 검사]가 완료되면 악성코드 점검 결과 메뉴가 나타나며, 검사된 파일과 악성코드검사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를 선택하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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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검사 치료 – 빠른 검사의 악성코드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빠른 검사 결과 상세 내용 보기 화면 > 

 [빠른 검사]를 통해 검사한 파일의 수와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검색된 파일을 선

택한 후 [치료하기]를 클릭하면 치료가 진행됩니다.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선택 하기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선택 화면 > 

 [정밀 검사]는 전체 폴더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며, 특정 폴더를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도 있

습니다. 전체 폴더를 선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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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진행 중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진행 화면 > 

 [정밀 검사]는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모든 파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완료 후 악성코드 점검 결과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완료 후 악성코드 점검 결과 화면 > 

 [정밀 검사]가 완료되면 악성코드 점검 결과 메뉴가 나타나며, 검사된 파일과 악성코드검사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를 선택하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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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의 악성코드 점검 결과 상세 내용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결과 상세 내용 보기 화면 > 

 [정밀 검사]를 통해 검사한 파일의 수와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검색된 파일을 치

료해야 악성코드가 제거됩니다.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악성코드 치료하기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결과 상세 내용 확인 후 악성코드 치료하기 화면 > 

 [정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악성코드를 선택한 후 [치료하기]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의 치료(or 제

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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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악성코드 치료 완료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정밀 검사 결과 상세 내용 확인 후 악성코드 치료완료 화면 > 

 [정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악성코드의 치료가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역소 

악성코드의 치료가 완료되면, 검역소에 치료된 파일들이 저장이 되며, 추후에 필요한 파일인 경우복원

을 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검사 치료 – 검역소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검역소 보기 화면 > 

 [검역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검사 후 치료한 파일들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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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검사 치료 – 검역소 선택파일 복원하기 및 삭제하기 

  

< 악성코드 검사 치료 – 검역소 로그 보기 복원하기 및 삭제하기 진행 화면 > 

 

 [검역소]에 저장된 악성코드 파일을 복원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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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제거 안내 

4.1 스마트 체크(SMART Check) 프로그램 제거 

 

스마트 체크(SMART Check) 제거는 제어판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SPC SMART Check Service 를 클릭합니다. 

 SMART Check Service 삭제가 진행 됩니다. 

 

< 스마트 체크 제거 선택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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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체크 제거 진행 화면 > 

 

 

< 스마트 체크 제거 완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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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마트 체크(SMART Check) 문의 

 

[문의] 

(1) 소프트웨어, 폰트 정보(DB)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DB담당자: 02-567-2567(129) 

이메일: spcadmin@spc.or.kr 

 

(2) SMART Check SW 기술 문의:  

 에브리존 대표번호: 02-3274-2700 

고객지원팀 이메일: support@turbovaccine.com 

mailto:spcadmin@spc.or.kr
mailto:support@turbovacci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