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Acronis® Access Advanced
Acronis Access Advanced 는 보안된 액세스, 동기화 및 공유 솔루션으로 엔터프라이즈 IT 에 비즈니스 컨텐츠에 대한 완전한 컨트롤을 제

공하여 보안, 규제 준수 유지 및 BYOD 를 보장합니다. Acronis AnyData Engine 을 기반으로 한, Acronis Access Advanced 는 직원들
이 어떠한 디바이스(데스크탑, 랩탑, 태블릿과 스마트폰)를 이용하여도 인증된 사무실 내외의 구성원들(직원,고객,파트너,벤더 등)과 함께 보안
된 액세스와 컨텐츠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Acronis 의 AnyData 엔진은 모든 Acronis 제품에 지원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상, 실제, 클라우드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데이터의 캡처,

저장, 복구, 컨트롤과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Acronis Access Advanced 의 장점
•

•

귀하의 모바일 세상을 컨트롤 – Acronis Policy Engine 에서

•

BYOD 이행 – 직원들이 선호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하는 심화된 보안 컨트롤로 IT 에서 회사의 중대한 데이터

동시에 IT 팀에는 컨텐츠 액세스와 공유에 대한 완전한 컨트롤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두 도구를 제공함.

제공합니다.

경쟁 업체 대비 장점 – 모바일 장치의 향상된 사용으로 더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로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매출, 수익성과
고객 만족도를 증진합니다.

최고의 액세스, 동기화 및 공유 솔루션
•

언제, 어디서나 컨텐츠를 활용 – Acronis Access Advanced 로 인증된 직원은 어떠한 장치(iPhone 또는 Android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PC
와 Mac)를 사용하더라도 기업 파일 서버, SharePoint, NAS 에 위치한 파일로 액세스, 동기화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안된 In-app 편집과 주석 - 사용자는 Office 문서를 생성, 편집하고 Acronis Access Advanced 모바일 앱 내에서 PDF 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를 진정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합니다.

•

향상된 보완과 컨트롤 – Acronis Access Advanced 정책 엔진은 세세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컨텐츠, 사용자 및 디바이스를 위한 보안 정책
생성과 컨트롤을 보장합니다.

•

Active Directory® 와 통합 - 整合 Active Directory ® 와 통합되어 인증, 사용자 계정 관리 및 기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

트랙킹과 감사 추적 – Acronis Access Advanced 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감사 추적과 내역을 제공합니다. 검색, 필터링과
내보내기 기능 등으로 IT 팀에서 사용자의 작업 내용, 액세스한 문서, 누구에게 문서를 공유하는지 등에 대하여 한 눈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

암호화 – Acronis Access Advanced 는 보안된 over-the-air 와 on-device FIPS 140-2 인증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 카드 지원 - 스마트 카드 (CAC/PIV) 에 대한 향상된 인증으로 정부 기관 및 일부 법률로 규정된 산업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요소 인증을
제공합니다.

•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직관적인 UI 로 별다른 교육 없이 사용자가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ronis® access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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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기능들
•

온 프레미스 디플로이로 IT 에 최대한의 컨트롤 제공

•

Remote Wipe 선택 가능

•

모든 장치에서 공유 관리*

•

클라이언트 API/SDK 로 서드 파티 및 고객 엔터프라이즈 앱을 통하여

•

웹에서 파일 서버와 SharePoint 파일에 엑세스*

•

사용자, 그룹, 도메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가능

•

등록, 데이터 소스 및 정책을 위한 서버 측 API

•

HTTPS Reverse Proxy 를 지원, 비밀번호와 인증서 증명

Access 서버 파일에 액세스 가능*
•

Mac 과 PC 에서 파일 서버와 SharePoint 파일을 동기화*

•

MobileIron, Good Technology 등의 주요 MDM 파트너에 통합

*7.0 버전에서 새로 지원됨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Server 지원

•

iPad, iPad 2, iPad 3, iPad 4, iPad mini 와 IPad Air

•

Windows Server 2008 과 2012 R2

•

iPhone 3GS, 4, 4S, 5, 5C, 5S 와 6 (iOS 5 이상)

•

Intel/AMD Server 플랫폼

•

안드로이드 전화기와 태블릿 (Android 2.2 이상)

•

가상화 환경 지원

•

Windows: XP Pro, Vista, 7, 8, 8.1

•

Mac OS X 10.6 이상

•

웹 브라우저: Firefox, Internet Explorer, Google, Chrome,
Saf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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