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Backup Cloud
#1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BaaS(Backup-as-a-Service) 솔루션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수상 경력이 있는 BaaS
(Backup-as-a-Service) 솔루션을 판매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cronis Backup Cloud는 20개 이상의 플랫폼을 보호하며 모든 환경
(실제 또는 가상,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백업 업계에서 가장
앞선 랜섬웨어 차단 기술, 보호 데이터 및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턴키
SaaS 기반 솔루션으로 관리 시 배포가 원활하며 IT 인프라에 복잡성을
추가하지 않아 시스템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CRONIS DATA CLOUD의 일부

Acronis Backup Cloud는 유례없이 간편한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Acronis Data Cloud의 일부입니다.
사용자와 고객은 하나의 솔루션으로 백업,
재해 복구, 파일 동기화 및 공유, 공증, 전자
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은
단일 콘솔에서 관리됩니다.

사이버 보호의 세계적 리더인 ACORNIS와
파트너 관계 맺기

하나의 솔루션으로 20개
이상의 플랫폼에 완전한
보호 제공

로컬 공용 및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옵션을 활용하여
요구 사항 준수

200개 이상의 특허를
받은 고유한 사이버
보호 기술 적용

500K 이상

50K 이상

비즈니스 고객사

145개국 파트너 보유

5KPB 이상 200K 이상
쉬운 턴키 SaaS 기반
솔루션으로 빠르게 시작
및 증가

www.acronis.com

진정한 다중 계층, 다중
테넌트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원활하게 크기 조정

서비스를 화이트
레이블링하여 브랜드의
고유한 디자인 유지

Acronis 보호를 받는
데이터

2017년에 해결한
랜섬웨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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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보호 기능
20개 이상의 완전한 플랫폼 보호
Windows 및 Linux 서버, VM, 6개의 주요 하이퍼바이저,
PC, Mac, iOS 및 Android 모바일 장치, Microsoft
온프레미스 앱, Office 365 및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하나의
솔루션만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를 간소화합니다.
유연한 백업 스토리지 옵션
다음과 같이 제공된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으로 비즈니스
요구 사항 준수합니다. 사용 준비가 된 Acronis Cloud
Storage, Acronis Backup Gateway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타사 오프사이트 스토리지 또는 AWS, Azure 및 Google
Cloud Platform 등의 공용 클라우드에서 백업 저장), 로컬
네트워크가 연결된 스토리지 및 확장 가능한 온프레미스
스토리지 솔루션인 Acronis Storage.

Acronis Universal Restore
복구 작업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Acronis
Universal Restore는 시스템 유형을 감지하고 하드웨어에
적합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하여 훨씬 빠르게 다른
하드웨어를 복구합니다.
Acronis Instant Restore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기존 Microsoft Hyper-V 또는
VMware vSphere ESXi 호스트의 백업 스토리지에서 직접
Windows 또는 Linux 시스템(실제 또는 가상)을 시작하여
업계 최고의 RTO를 달성합니다.
웹 기반 백업 및 복구 콘솔
RDP에서 필요한 온프레미스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다중
테넌트 백업 및 복구 콘솔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 보호
작업을 보호합니다.

여러 백업 유형
디스크/볼륨(부팅할 운영 체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 포함),
개별 파일 또는 폴더, 시스템 상태(Microsoft Windows
시스템용) 또는 ESXi 구성을 백업합니다.
실제 데이터 전송 서비스
초기 전체 백업을 고객 프레미스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Acronis 데이터 센터에 전송하여 초기 시딩을
더욱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초기 시딩 백업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됩니다.
맞춤형 백업 예약
원하는 예약 및 주기에 따라(월별, 주별, 일별, 시간별 또는
10분마다) 수동 또는 자동 백업을 진행합니다.
패스워드 보호로 입증된 암호화
전송 중이나 미사용 시 AES-256 데이터 암호화로 백업을
보호함으로써 규제 준수를 유지하여 본인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Acronis는 주요 국제 보안 표준
(GDPR 및 HIPAA)을 준수하고 ISO 27001 및 ISO 9001
등의 인증을 받은 보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완전한 Microsoft Office 365 보호
포괄적인 클라우드 간 백업을 사용하여 Microsoft
Exchange Online, OneDrive for Business 및 SharePoint
Online에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쉬운 DRaaS 애드온
Acronis Disaster Recovery Cloud로 몇 분 내에 DR 기능을
백업 시스템에 추가하고 관리형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서
IT 시스템을 즉시 스핀업하여 중요한 회사 워크로드를
보호합니다.

Acronis Active Protection
백업 업계에서 가장 앞선 AI 기반 랜섬웨어 차단 기술로
파일, 백업, 백업 에이전트를 실시간으로 보호하여
랜섬웨어를 막습니다. 공격을 피하기 전에 감염된 파일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www.acro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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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주요 기능
강력한 Acronis Data Cloud 플랫폼에 구축된 Acronis
Backup Cloud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해 설계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배포 옵션
Acronis 호스팅(턴키 SaaS 솔루션), 하이브리드(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호스팅(개인 클라우드) 등 사용자에게 딱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배포를 제어합니다.
Acronis 호스팅 모델의 초기 투자 비용 없음
백업 솔루션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며 추가 하드웨어를 구매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약하며 수익을 높입니다. 기본 Acronis 호스팅
모델을 사용하면 SaaS 솔루션의 모든 구성 요소를 유지할
수 있어 사용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중 계층 및 다중 테넌트 아키텍처
빠르게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고객 및 파트너 계정을
관리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Acronis Data
Cloud의 다중 계층, 다중 테넌트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최적의 관리 효율성이 보장됩니다. 고객 또는 파트너
계정을 수 초 내에 생성하고, 고유한 제공 사항을 사용자
지정하고, 수직적 그룹화로 할당량, 기능 및 관리 권한을
관리합니다.
쉽고, 확장 가능한 관리를 위한 웹 콘솔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및 리셀러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단일 지점인 웹 기반 다중 테넌트
관리 콘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쉬운 가격 정책
100% 사용량 기반의 지불 라이센스 모델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합니다. GB 단위 및 사용자/장치 단위 유형의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복구 웹 콘솔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백업에 액세스하고 파일을
검색 및 복구하도록 고객의 직원에게 쉽게 터치할 수 있는
웹 기반 콘솔을 제공합니다. 기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MSP 또는 회사 관리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18개 언어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더 많은 대상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 기반 관리
콘솔은 사용자 기반 언어 설정과 언어 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18개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A 및 RMM 시스템과 통합
Autotask, ConnectWise Automate, ConnectWise Manage,
cPanel, Flexiant, HostBill, Kaseya, Odin, Plesk 및 WHMCS
와 기본적인 통합으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맞춤형 프로비저닝 시스템과 통합
강력한 RESTful 관리 API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Acronis Backup Cloud APS(Application Packaging
Standard) 패키지를 통해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종합적인 화이트 레이블링
브랜드의 고유한 디자인을 유지하는 고급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를 차별화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담 시장 진출 지원
마케팅 및 판매 전담 전문가 팀의 사전 및 사후 판매
지원을 받아 보십시오. Acronis는 고객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를 도와드립니다.
Acronis 전문 서비스
당사의 기술 전문가와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하고 데이터 보호 계획을 설계하고
최소의 위험 및 비용으로 서비스를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www.acro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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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워크로드
Microsoft Windows
개인 컴퓨터 운영 체제:
• Windows XP Professional SP3(x86, x64)
• Windows Vista – 모든 버전
• Windows 7 – 모든 버전
• Windows 8/8.1 – 모든 버전(x86, x64)
(Windows RT 버전 제외)
• Windows 10 – Home, Pro, Education,
Enterprise 및 IoT Enterprise 버전
서버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03 SP1/2003 R2 이상 –
Standard 및 Enterprise 버전(x86, x64)
•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03/2003 R2
• Windows Server 2008 – Standard,
Enterprise, Datacenter 및 Web 버전(x86,
x64)
•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08
• Windows Server 2008 R2 – Standard,
Enterprise, Datacenter, Foundation 및
Web 버전
• Windows MultiPoint Server
2010/2011/2012
•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11 –
모든 버전
• Windows Server 2012/2012 R2 – 모든 버전
• Windows Storage Server 2003/2008/2008 R2/
2012/2012 R2/2016
• Windows Server 2016, 2019 – 모든 설치
Linux
다음과 같은 x86 및 x86_64 Linux 배포판:
• Red Hat Enterprise Linux 4.x, 5.x, 6.x, 7.0,
7.1, 7.2, 7.3, 7.4, 7.5
• Ubuntu 9.10, 10.04, 10.10, 11.04, 11.10,
12.04, 12.10, 13.04, 13.10, 14.04, 14.10,
15.04, 15.10, 16.04, 16.10, 17.04, 17.10,
18.04
• Fedora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및 11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 Btrfs를
제외한 파일 시스템에서 지원
• Debian 4, 5, 6, 7.0, 7.2, 7.4, 7.5, 7.6, 7.7,
8.0, 8.1, 8.2, 8.3, 8.4, 8.5, 8.6, 8.7, 8.8, 9.0,
9.1, 9.2, 9.3, 9.4
• CentOS 5.x, 6.x, 7, 7.1, 7.2, 7.3, 7.4, 7.5
• Oracle Linux 5.x, 6.x, 7.0, 7.1, 7.2, 7.3, 7.4,
7.5 – Unbreakable Enterprise Kernel 및
Red Hat Compatible Kernel 모두
• CloudLinux 5.x, 6.x, 7, 7.1, 7.2, 7.3, 7.4, 7.5
• ClearOS 5.x, 6.x, 7, 7.1, 7.4
• ALT Linux 7.0

Mac OS X/macOS
• OS X Mavericks 10.9
• Mac OS X Yosemite 10.10
• OS X El Capitan 10.11
• macOS Sierra 10.12
• macOS High Sierra 10.13
• macOS Mojave 10.14
모바일 운영 체제
• Android 4.1 이상
• iOS 8 이상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 수준에서 백업
(에이전트 없이 백업):
VMware
• VMware vSphere 버전: 4.1, 5.0, 5.1, 5.5,
6.0, 6.5, 6.7
Microsoft Hyper-V
• Windows Server 2008(x64)(Hyper-V 포함)
• Windows Server 2008 R2(Hyper-V 포함)
• Microsoft Hyper-V Server 2008/2008 R2
• Windows Server 2012/2012 R2(Hyper-V
포함)
• Microsoft Hyper-V Server 2012/2012 R2
• Windows 8, 8.1(x64)(Hyper-V 포함)
• Windows 10(Hyper-V 포함)
• Windows Server 2016(Hyper-V 포함) –
Nano Server를 제외한 모든 설치 옵션
• Microsoft Hyper-V Server 2016
Virtuozzo
• Virtuozzo 6.0.10, 6.0.11, 6.0.12
게스트 OS 내에서 백업:
VMware
• VMware vSphere Hypervisor(무료 ESXi) *
• VMware Server(VMware 가상 서버)
• VMware Workstation
• VMware ACE
• VMware Player
Microsoft
• Microsoft Virtual PC 2004 및 2007
• Windows Virtual PC
• Microsoft Virtual Server 2005
Citrix
• Citrix XenServer 4.1.5, 5.5, 5.6, 6.0, 6.1,
6.2, 6.5, 7.0, 7.1, 7.2, 7.3, 7.4, 7.5*
Red Hat
•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RHEV)
2.2, 3.0, 3.1, 3.2, 3.3, 3.4, 3.5, 3.6
• Red Hat Virtualization(RHV) 4.0, 4.1
Nutanix
• Nutanix Acropolis Hypervisor(AHV)
20160925.x ~ 20180425.x

Linux
• KVM(Kernel-based Virtual Machine)
Parallels
• Parallels Workstation
• Parallels Server 4 Bare Metal
Oracle
• Oracle VM Server 3.0, 3.3, 3.4
• Oracle VM VirtualBox 4.x
Cloud VM
• Azure 가상 시스템
• Amazon EC2 인스턴스
Microsoft 온프레미스 응용프로그램
•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6, 2013,
2010, 2007
• Microsoft SQL Server 2017, 2016, 2014,
2012, 2008 R2, 2008, 2005
• Microsoft SharePoint 2013, 2010 SP1
• Microsoft SharePoint Foundation 2010 SP1
•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 SP2*
• Microsoft Windows SharePoint Services
3.0 SP2*
Microsoft Office 365
• Microsoft Exchange Online
• Microsoft OneDrive for Business
• Microsoft SharePoint Online

지원되는 백업 대상
로컬 스토리지
• Acronis Storage 클러스터
• 백업된 시스템의 폴더
• 네트워크가 연결된 스토리지 – SMB/CIFS/
DFS 및 NFS 공유
외부 스토리지
• Acronis Cloud Storage(기본 클라우드
스토리지)
• External NFS 공유
공용 클라우드 제공업체
• Google Cloud Platform
• Microsoft Azure
• Amazon S3
• IBM Cloud(S3)
• Alibaba Cloud(S3)
• IIJ(S3)
• Cleversafe(S3)
• V2 인증 유형이 있는 기타 S3 호환 가능
스토리지 솔루션
• Swift 개체 스토리지
• Softlayer(Swift)

*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cronis Backup Cloud 30일
체험판 등록:
www.acro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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