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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의 개인 백업 소프트웨어
• 두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항목 백업 가능
• 가장 빠른 백업 및 복구 지원
• 모바일, 소셜 및 원격 데이터 보호

간편한 이미지 백업

백업 이상의 기능

최초의 전체 이미지 백업

운영 체제, 프로그램, 설정, 파일 및
부팅 정보 등 모든 항목을 간편하게
보호합니다.

백업 이상의 탁월하고 강력한 기능 및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 5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간단한 두 번의 클릭만으로
백업
두 번의 클릭만으로 외부 드라이브, NAS,
네트워크 공유 및 클라우드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 옵션의 경우 한 번
더 클릭하면 백업됩니다.

•

•

Dual-Protection™
외부 드라이브, NAS 및 네트워크 공유에
로컬로 백업하고, 복사본을 Acronis
Cloud에 저장합니다.

•
•

모바일 백업
모든 휴대폰 및 태블릿을 Windows PC
및/또는 Acronis Cloud에 백업합니다.
터치식 온라인 대시보드에서 모든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의 데이터를 iOS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본 백업보다 뛰어납니다.

원격 백업
원격 컴퓨터를 쉽고 안전하게
백업합니다.

소셜 백업
자동 증분 소셜 백업으로 Facebook
사진과 게시물을 보호합니다.

•

•

디스크를 복제하여 시스템 디스크의
정확한 복제본을 더 크고 빠른 저장
장치에 만듭니다.
Acronis Universal Restore
를 통해 시스템을 새 컴퓨터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디스크 공간 확보를 위해 컴퓨터의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외부
드라이브에 보관합니다.
강력한 검색 기능으로 백업 및
아카이브에서 일부 파일을 찾습니다.
여러 컴퓨터 간에 파일을 동기화하고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를
안전하게 사용해 보고 Try & Decide
를 통해 이전 구성으로 백업합니다.
시스템 정리를 통해 임시 파일을
안전하게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우고,
디스크 공간을 확보합니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항목 백업
사용자 세상은 더 이상 PC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단일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여 Windows® PC, Mac®, iPhone®,
iPad®, Android® 장치는 물론 Facebook®
피드까지도 완전히 백업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
경쟁 제품보다 더 빠릅니다. 3
독점 기술을 통해 로컬 드라이브에 대한
가장 빠른 백업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백업, 아카이브 및 동기화에서는
사용자의 전체 대역폭 용량을
활용합니다.
전체
전체 이미지 백업, 로컬 및 클라우드
백업, PC 및 클라우드로의 다중 플랫폼
모바일 백업, 최신 디스크 드라이브 및
NAS 장치 지원, 이종 하드웨어로의 전체
컴퓨터 복구, 소셜 백업, 원격 백업 계획,
드라이브 및 로컬 아카이브, 파일 동기화
등 종합적인 유틸리티는 물론 그 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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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옵션
Acronis True Image 섭스크립션
이 옵션은 모든 클라우드 기능을
추가하며 50GB의 Acronis Cloud Storage
를 포함합니다. 250GB, 500GB, 1TB
(이상 - 1TB 단위로 증가)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선택 사항)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2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지원 – 섭스크립션 기간 동안
이메일, 채팅 및 휴대폰 지원.
•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
섭스크립션 기간 동안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주요
업그레이드.
Acronis True Image 2017 라이센스
일회성 구입4(“영구 라이센스”라고도
함)입니다. 외부 드라이브, 네트워크
공유 및 NAS로의 백업 및 아카이브가
포함됩니다. 로컬 Windows PC로의
모바일 백업이 포함됩니다.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지원 – 1년 이메일 및 온라인
채팅.
• 업데이트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가능.
선택적인 Acronis Cloud Storage
애드온을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클라우드 기능
Acronis Cloud Storage를 포함하여
구입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파일, 폴더 및 전체 디스크 이미지를
Acronis Cloud로 백업
클라우드에 파일 보관
클라우드에서 백업 파일 검색
클라우드에 모바일 장치 백업
파일을 클라우드에, 그리고 컴퓨터
간에 동기화
3-2-1 규칙으로 추가 보호 제공:
데이터 복사본 3개 중 2개는 두
가지 유형의 스토리지에, 1개는
클라우드에 보관

•

•

•

로컬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없는 위치에 복사본을 저장하여
추가적인 랜섬웨어 방지 구현
안전한 웹 포털을 통해 모든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에 대한 백업 일정
관리 및 백업 상태 확인
증분식으로 Facebook 백업

시스템 요구 사항
Microsoft Windows
• Windows 10
• Windows 8.1(모든 버전)
• Windows 8(모든 버전)
• Windows 7 SP1(모든 버전)
• Windows XP SP3 32비트5
• Windows Home Server
MacOS
• OS X 10.9.5 이상
• OS X 10.10.2 이상
• OS X 10.11.5 이상
모바일
• iOS 8.x 이상
• Android 4.1 이상
• 휴대폰 및 태블릿 지원

참고
1 Acronis Cloud Storage 섭스크립션을 Acronis
True Image 2017 라이센스에 추가했다가 나중에
섭스크립션을 취소하면 30일 동안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비클라우드,
로컬 백업 및 복구 기능에는 여전히 전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Acronis True Image 섭스크립션이 만료되면
Acronis Cloud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는 30일 동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컬 백업은 무기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백업은 작성할 수 없으며
기타 모든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3 최신 속도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www.acronis.com을 참조하십시오.
4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당시 사용 가능한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OS 버전 및 플랫폼을 지원하려면 유료
업그레이드 또는 섭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5 몇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acronis.com을 방문하십시오.

Copyright © 2002-2017 Acronis International
GmbH. All rights reserved. Acronis와 Acronis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cronis
International GmbH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등록
상표 및 상표는 모두 해당 저작권자의 소유물입니다.
내용상의 오류를 제외한, 기술적 변경 또는 그림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