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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BACKUP
CLOUD 서비스
제공업체 혜택


Backup Cloud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최고의
BaaS(Backup-as-a-Service) 솔루션
초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용에 따라
결제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대단히
유연한 배포 옵션을 갖춘 Acronis
Backup Cloud를 활용하면 빠르게 새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Acroni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Acronis Backup Cloud는 고도의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과 손쉽게 통합해서 활용하거나
강력한 독립 실행형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Acronis AnyData Engine 기반의 Acronis
Backup Cloud는 고객에게 간편하고
안전하며 완벽한 동급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용이성 —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
배포 및 고객과 고객의 백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일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ronis Backup
Cloud에는 운영 비용을 낮추고
클라우드 판매를 간소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의 강력한
통합이 포함됩니다.
• 완전성 — 16가지의 서로 다른
플랫폼을 지원하여 서비스
공급업체가 고객의 데이터
엔드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백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리 및
가상 서버, PC 및 Mac® 워크스테이션,
랩탑, iPhone®/iPad®/Android®
모바일 장치, Office 365® 사서함
데이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든
고객 데이터를 단일 통합 플랫폼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 4계층으로 설계된 SSAE 16
인증 Acronis 데이터 센터 중 하나
또는 자체 관리하는 안전한 데이터
센터에 고객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백업
스토리지를 위해 제공된 Acronis
Stor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전송 중 및 미사용 데이터에
관리 채널 및 AES-256 암호화를
활용하십시오.

중요한 서비스의 신속한 추가
연간 발행되는 Odin의 다섯 번째 U.S.
SMB Cloud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SMB(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15년의 252억 달러에서 2018
년의 349억 달러로 11.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의 주요 동인 중
하나는 온라인 백업 및 스토리지와 같은
SaaS(Software-as-a-Service)입니다.
이는 중요한 시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파괴될 경우
비즈니스에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배포가 용이하며 Acronis
Cloud, 기존 인프라, Microsoft Azure®,
Amazon S3® 및 다른 타사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신속하게 가동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익 경로를 늘리고 고객
만족도와 유지율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Acronis는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업 및 마케팅 자료,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백업 서비스를 고객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추가하고 고객 만족도 및
유지율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수익
증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도입 비용이 없는 사용자당
비즈니스 모델로 빠르게
시작합니다.
• 다중 계층, 다중 테넌트
클라우드로 원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 및
백업 확장을 통해 작업을
간소화합니다.
• 고객의 서버,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장치, Office 365 사서함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하이브리드 백업을 통해 귀사의
서비스를 경쟁업체의 그것과
차별화합니다.
• Acronis Cloud Storage를
활용하고, 자체적인 스토리지,
Microsoft Azure, Amazon S3
또는 다른 타사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 Acronis의 검증된 AnyData
Engine과 수년간에 걸친
데이터 보호 전문지식으로
안전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유연한 배포 옵션
• Acronis 호스팅 – Acronis
데이터 센터서 호스팅되는
턴키 솔루션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별도의 사전 투자
없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하이브리드 배포 – 스토리지
또는 다른 타사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호스팅 관리 콘솔로
설정을 간소화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호스팅 –
관리 서버 및 스토리지 서버를
포함한 전체 솔루션을 호스팅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개인 클라우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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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백업 및 복구 기능
• 유연한 하이브리드 보호를 위한 로컬
및 클라우드 백업
• 로컬 또는 클라우드에서 베어 메탈에
이르는 모든 플랫폼 복구
• 백업을 VM(가상 시스템)으로
실행하는 것을 통한 서버의 Local
Instant Recovery®
• VMware ESX(i)® 및 Microsoft
Hyper-V®에서 고속 증분식 복원을
위한 vmFlashback®
• 선택한 파일, 폴더, 볼륨 또는 전체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 Windows® 서버/데스크탑/랩탑,
Linux® 서버 및 데스크탑, Mac OS X®
데스크탑/랩탑 백업
• Microsoft SQL Server®, Exchange,
SharePoint®, Active Directory® 및
Microsoft Office 365 사서함 데이터
백업
• Microsoft Exchange 및 SharePoin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밀한 개체
수준 복구
• iPhone, iPad 및 Android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 데이터 백업
• VMware vSphere® / Microsoft
Hyper-V / RHEV® / Linux KVM / Citrix
XenServer® / Oracle® VM Server /
Virtuozzo® VM 및 컨테이너 지원
• 호스트 간에 가상 시스템의
WAN(광역 네트워크) 최적화 복제
• Acronis Cloud, 고유한 클라우드,
Microsoft Azure, Amazon S3 또는
다른 타사 스토리지에 오프사이트
백업
• 물리적 배송을 포함한 대규모 복구 및
초기 시딩
• VMware ESXi 및 Microsoft Hyper-V를
위한 베어 메탈 복구로 완벽하게 보호
•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디스크에서
클라우드로의 백업 스테이징 지원
• 백업을 제어할 수 있는 고객 셀프
서비스 백업 모니터

•
•

고객이 활동 및 알림을 한 곳에서
확인
간소화된 P2V, P2C, V2C 및 C2C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제공업체 기능
• 백업 상태 및 기록이 중앙 집중화된,
사용이 쉬운 관리 콘솔
• 다양한 파트너 계층의 다중 테넌트
서비스 플랫폼
• RESTful API 및 APS Cloud Application
Standard v2.0/1.2s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 Odin®, HostBill, Flexiant®, WHMCS,
ConnectWise, LabTech 및 Microsoft
Azure와의 통합
• 여러 브랜드 및 사용자 지정 지점 및
화이트 레이블 서비스 옵션
• 스토리지 및 디바이스 할당량의
세부적 제어
•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컬 스토리지 옵션 제어
• 생산으로의 자동 전환을 포함한 무료
고객 평가판
• 간편한 고객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품
내 구매 링크
• 쉬운 유지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에서
자동화된 백업 에이전트 업데이트
가능
• 사용자 지정 법적 약관 및 사용자
동의 확인 지원
• 모든 최종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 다중 언어 지원
보안 기능
• 2048비트 SSL 관리 채널 암호화
• AES-256 데이터 암호화(전송 중/
미사용)
• 네트워크 기반 로그인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향상된 보안

Acronis Backup Cloud의 모든
놀라운 기능과 이 강력한
서비스의 판매를 신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o.acronis.com/
backup-cloud를 온라인 방문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acroni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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