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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365 이메일의
데이터 보호
Office 365의 이메일, 연락처, 일정 및
첨부 파일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

많은 사람들은 Microsoft®가 Office 365®
이메일 데이터를 당연히 백업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복제하기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클라우드의 복제에서는
데이터 가용성만 제공하며, 데이터
손실로부터 보호하거나 특정 시점 데이터
보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복제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우발적으로
사서함 또는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사이버 범죄자가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하면 데이터가 영구히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사서함에서 삭제하는
항목은 “삭제된 항목” 폴더에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되었다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메시지, 연락처 또는 첨부

파일을 Office 365에서 제거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특정 시점 백업이 없다면
데이터는 영구히 손실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는 “삭제된 항목” 폴더 이외의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므로 서비스
공급업체는 판매하는 Office 365에
백업 및 오프사이트 이메일 보관 기능을
연결하여 회사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Acronis Backup Cloud의 확장성과
더불어 놀라운 데이터 보호 기능 덕분에
모든 고객의 사서함 데이터를 간편하게
백업하여 Office 365 사서함을 완벽히
보호하고 안심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
혜택
경쟁력 있는 가격과 매력적인
수익으로 매달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합니다.
고객의 전체 환경에 대해 확장된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 증가를 실현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백업으로 고객의
사서함을 보호하여 모든 Office
365 판매에 가치를 부가합니다.
Odin Service Automation과의
통합을 통해 운영 오버헤드를
없애고 백업 영업을 효율화합니다.
데이터 보호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검색 및 복구를
제공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데이터를 로컬로 백업하거나 사설
또는 공용 클라우드로 백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통합된 웹 기반 데이터 보호 콘솔을
사용해 복잡성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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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365용 ACRONIS 백업
Office 365 이메일에 대한 Acronis
Backup Cloud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모든 이메일 데이터를 보호하는 중요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Office
365 판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브랜드 지정이 가능한 셀프
서비스 Acronis Backup Cloud 콘솔을
사용하여 백업을 제어하고, 한 곳에서
모든 활동을 보고, Office 365 이메일을
비롯하여 모든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Acronis Backup Cloud에 기본
제공되는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을
사용하여 사서함 데이터를 로컬 폴더,
네트워크 폴더, Acronis Cloud, Microsoft
Azure™, Amazon S3®, SoftLayer® 또는
사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Office 365 이메일을 위한 백업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Acronis
Backup 에이전트를 고객의 Microsoft
서브스크립션 연결하면 클라이언트
환경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업 솔루션은 각 고객의 Office 365
구성과 자동으로 동기화되고 새로운
사서함이 만들어지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고객은 각 사서함에 대한
사용자 지정 백업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기본 보호 설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또는 기업의 고객이 Acronis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SSAE
인증 데이터 센터인 Tier-IV에서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Acronis
백업은 또한 이동 중/저장 중 AES-256
암호화로 보호되며, 고객 데이터는
저장할 때마다 고객별 로그인 제어로
기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cronis는 Microsoft Office 365 파트너인
여러분이 이미 클라우드 리셀러 비즈니스
부문의 전문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Acronis의 클라우드 기반 관리
콘솔은 간편하고 완벽하지만,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은 다른 클라우드 자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cronis Backup
Cloud는 Odin Service Automation 같은
강력한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도구와
간편하게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서비스형 백업을 기존의 영업 플랫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
판매와 Microsoft Office 365 판매를
조율함으로써 중요한 서비스를 모든
새로운 영업 기회에 간편하게 추가하고
모든 Office 365 판매에 대한 수익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Office 365 이메일 백업을
사용하려면 Exchange Online
을 포함하는 Office 365에 대한
유효한 섭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Office 365 이메일에 대한 Acronis
Backup Cloud 지원을 받으려면
Windows® 기반 Acronis 백업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한 이메일 백업
관리
고객은 효율적인 웹 기반 콘솔을
사용하여 제목, 받는 사람/보낸 사람 및
보낸 날짜/받은 날짜 범위를 기준으로
메일을 미리 보거나 검색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복구하지 않고도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이메일, 첨부 파일, 연락처, 일정 및
작업을 세부적으로 복원할 수 있으며,
심지어 복구 콘솔에서 메시지를 바로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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