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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레거시 안티바이러스를 통합 사이버 보호로 대체하는 
풀스택 안티맬웨어

더 적은 리소스로 고객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더 많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Security 애드온은 Acronis Cyber Protect Cloud의 엔드포인트 
보호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풀스택 안티맬웨어 보호 및 교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급 통합 및 자동화를 통해 디플로이, 구성 
및 관리 작업을 간소화했습니다.

고급 엔드포인트 보호로 사이버 
보안 서비스 향상 

풀스택 안티맬웨어
익스플로잇 방지, URL 필터링, 백업 데이터의 
안티맬웨어 검사, 향상된 바이러스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감지율과 감지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위협을 포착합니다.

보안 자동화
스마트하고 간편한 보호 정책 관리, 사용자 정의 
앱의 자동 화이트리스트, 자동 맬웨어 스캔 및 AV 
정의 업데이트를 복구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행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포렌식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안전한 중앙 저장소에 
저장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철저한 사고 후 
조사와 적절한 교정이 가능합니다.

보안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확장 효율성을 개선하고 필요한 리소스 절약 더 효율적이며 빠르고 비용이 덜 드는 교정 지원 

• 수익성 증대 -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관리와 
통합된 풀스택 안티맬웨어를 사용하여 손쉽게 
업셀

• 고객 위험 감소  

• 더 많은 공격 벡터 처리 - 웹 기반 공격 및 
익스플로잇 차단 

• 감지율과 감지 속도 개선
• 위협 재발 방지

• 단일 통합 솔루션 관리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리소스 감소

• 솔루션 통합으로 비용 절감
• 보안 자동화로 반응 시간 개선
• 고객 엔드포인트의 부하 감소 - Acronis 

Cloud에서 맬웨어 검사
• 오탐 감소

• 포렌식 통찰력을 통해 위반을 완벽하게 교정 

• 교정 비용 절감 및 프로세스 용이성 향상 - 
수집된 디지털 증거로 보안 조사 단순화

• 위협 재발의 위험 최소화
• 복구 프로세스 보호
• 안전한 중앙 저장소에 디지털 증거 저장

Acronis Cyber Protect Cloud용

Advanced 
Security



데이터시트 | ADVANCED SECURITY

AI 기반의 차세대 사이버 보호 기반 구축 

수상 이력이 있는 검증된 엔드포인트 보호 제공 

독립적인 테스트에서 선두

Acronis Cyber Protect Cloud로 고객의 위험 최소화 - Advanced Security의 풀스택 안티맬웨어 기능으로 강화된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관리를 통합하는 단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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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 최고의 백업 및 복구와 통합된 안티맬웨어 기능이 고객이 현재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를 보완합니다. AI 및 행동 기반 감지는 제로데이 
공격 및 랜섬웨어에 집중합니다. 

풀스택 안티맬웨어가 비효율적인 레거시 안티바이러스를 통합 사이버 
보호로 대체합니다. 웹 공격 및 익스플로잇을 처리하도록 보호를 확장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감지율과 반응성을 개선하며 오탐을 줄이고, 위협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Acronis Active Protection: 랜섬웨어 및 제로데이 공격에 집중하여 
사전에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도록 구축된 차세대 행동 기반 기술

• 취약성 평가
• 장치 제어로 데이터 손실 방지(DLP)

• 백업 및 복구
• 랜섬웨어 공격 후 자동으로 데이터 복구
• #CyberFit Score로 보안 격차 식별

• 풀스택 안티맬웨어 보호: 다중 방어 계층으로 모든 공격 벡터에 대처하는 
실시간 보호 

• URL 필터링: 악성 URL, 웹 기반 공격 및 COVID-19 사기 차단 

• 익스플로잇 방지: 행동 기반 감지 휴리스틱스로 메모리 익스플로잇과 
주입 등 알려지지 않은 취약성 익스플로잇 방지

• Acronis Cloud의 데이터 안티맬웨어 스캔: 더 공격적인 스캔과 
맬웨어가 없는 백업으로 고객 엔드포인트 오프로드

• 백업의 포렌식 데이터: 더 빠르게 조사를 수행하고 교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증거 수집 

• CPOC 위협 피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반응성 향상 및 수정 제안 수용
• 자동 화이트리스트: 오탐을 줄이고 더 공격적인 스캔 수행 가능 

• 맬웨어 재감염 방지: 맬웨어를 스캔하고 복구 중에 AV 정의를 
업데이트하여 위협 재발 방지

• 원격 장치 지우기: 분실 장치를 통한 데이터 유출 방지

AV-TEST 참가자 및 
테스트 우승자 2020

MRG-Effitas 참가자 및 
테스트 우승자 2020

AV 비교 참가자 및 
테스트 우승자 2020

ICSA Labs 
엔드포인트 안티맬웨어 
인증 2020

VB100 인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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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cronis.com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사용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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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dl.acronis.com/u/rc/WP_Acronis_Cyber_Protect_Third_Party_Tests_EN-US_200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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