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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 관리 간소화

Advanced Management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솔루션 곡예 시간을 
줄이고 고객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애드온 패키지를 사용하면 패치 관리 자동화와 손쉬운 업무 
계획을 통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보호 관리 부담 완화

고급 패치 관리
통합된 취약성 평가 및 패치 관리를 통해 고객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안 격차를 
해소하세요.

패치 관리 자동화
200개 이상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화 패치 
관리와 페일세이프 패치 기술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세요.

포괄적인 관리 도구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모음, 보고서 예약 및 드라이브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간소화합니다.

취약성 악용을 사전에 방지 서비스 효율성 증가 및 관리 복잡성 감소 워크플로 간소화 및 리소스 절약

• 고객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 

• 시스템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을 사전에 방지
• 고객 방어의 격차 해소
•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나은 취약성 관리

• 자동 패치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간과 노력 절약

• 패치 실패로 인한 다운타임 위험 해소
• 취약성을 더 빠르게 해결 

• 규정 준수 강화 - 패치 적용을 위한 특정 기한 
설정

• 관리 부담 감소 - 더 적은 리소스로 고객과 
고객의 워크로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 작업 계획의 용이성과 효율성 향상
• 데이터 보호, 자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확보

• 디스크 불량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사전에 최소화

•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소스 디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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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및 사이버 보안과 통합된 고객 보호 관리를 위한 필수 도구를 기반으로 구축

패치 관리를 200개 이상의 WINDOWS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

공동 작업 앱용 패치에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원격 근무 위협 최소화

지원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보기

백업, 사이버 보안 및 엔드포인트 관리를 통합한 단일 솔루션인 Acronis Cyber Protect Cloud로 보호 관리를 중앙 
집중화합니다. 좀 더 폭넓은 솔루션 통합을 구현하고 고객 보호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도구 세트를 활용하려면 
Advanced Management를 추가합니다. 

ACRONIS CYBER PROTECT CLOUD에 포함된 기능: ADVANCED MANAGEMENT로 추가되는 기능:

사이버 보호와 통합되어 데이터 보호 및 원격 지원을 위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필수 도구. 엔드포인트를 원활하게 프로비저닝하고,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단일 창을 활용하여 보안 격차에 대한 가시성을 높입니다.  

더 나은 고객 보호 관리는 물론 더욱 손쉬운 추적과 계획을 위한 통합 패치 
관리 및 포괄적인 도구 세트. 더 폭넓은 솔루션 통합을 지원하고, 보안 
격차를 사전에 완화하고, 가동 시간을 개선하고, 인력 개입을 줄입니다.

• 중앙 집중 및 그룹 관리
• 자동 검색 및 원격 에이전트 설치
• 보안 격차 및 취약성 평가
• 하드웨어 인벤토리 모음
• 원격 데스크톱 지원

• 자동 패치 관리: 취약성이 악용되기 전에 종료 

•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모음: 업데이트를 준비, 계획 및 추적할 때 고객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목록을 활용하여 시간과 수고 절약

• 드라이브 상태 모니터: 예측 모니터링 및 경보를 활용하여 드라이브 
장애로 초래된 다운타임을 사전에 완화

• 페일세이프(Fail-safe) 패치: 패치 전 자동 시스템 백업으로 잘못된 
패치를 쉽고 빠르게 복구

• 보고서 예약: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MSP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명하고 갱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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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cronis.com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사용해 보기

ACRONIS CYBER PROTECT CLOUD에 포함
Advanced Management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일 통합 솔루션을 통해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파일 동기화 및 
공유, 보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계 최초의 통합 솔루션인 Acronis Cyber Protect Cloud에 패치 
관리 및 워크로드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애드온 패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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