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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컨설팅 전문가가
발견한 놀라운
기회, 안티바이러스
백신과 백업의 통합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백업, 엔드포인트 보호, 패치 관리를 모두 해내는
단 하나의 도구,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 IT
전문가의 극찬을 받아
소개

존 스테이트(John Staite)는 파트타임 IT 컨설턴트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Acronis Cyber Backup을 이용했습니다. 존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몇몇과 교회의 IT 운영 관리를 담당합니다. 존이 홈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Windows 컴퓨터와 태블릿은 총 7대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

존이 장치 보호에 사용하는 솔루션은 Norton 360입니다. URL 필터링에는
Ubiquity의 UniFi Dream Machine을 사용합니다.
ACRONIS CYBER PROTECT – 통합 백업 및 보안 솔루션

Acronis Cyber Protect Cloud는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하나로 합친 AI
강화형 솔루션입니다. 차세대 풀스택 맬웨어 방지 보호 기능과 포괄적이면서도
단순한 엔드포인트 관리 도구로 강화한 이 솔루션으로 IT 부서는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방, 탐지, 대응, 복구, 포렌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RONIS CYBER PROTECT의 장점
• 손쉬운 설치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보호 계획을 손쉽게
작성
•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함
보호 대상 리소스

• Windows 컴퓨터 및 태블릿 7대
• 4TB
앞으로의 기회

• 교회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

• 바이러스 백신 기능을 통합하고 Norton 360
에서 아크로니스로 마이그레이션

아크로니스의 업계 최고의 백업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된 Acronis
Cyber Protect는 온보딩, 일일 운영 및 보고를 단순화하는 한편 통합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사용 사례를 통해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대응합니다. 전체
기능을 단일 콘솔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제각기 다른
솔루션에 의존할 때 발생하기 쉬운 관리 복잡성과 비용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라이선스, 배포, 테스트, 교육에 들이는 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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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CYBER PROTECT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존은 호기심으로 Acronis Cyber Protect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작업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걸 좋아합니다.” “아크로니스는 설치하기에도 쉽고
백업 기능도 탁월했습니다. 시스템에 맞춰서 보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편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구성 옵션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존은 일반적으로 NAS를 이용해 보호 대상 머신의 로컬
소스에 백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비용은 너무 비싸고
시간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기회

존은 Acronis Cyber Protect 로 홈
오피스를 위한 도구와 컨설팅 고객을
위한 도구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존은
현재 홈 오피스 시스템에서 4TB에
달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지만
교회의 네트워크와 컴퓨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아크로니스 소개

아크로니스에서는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자동 사이버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디지털 세계의
과제인 SAPAS, 즉 Safety(안전), Accessibility(접근성),
Privacy(개인 정보 보호), Authenticity(신뢰성) 및
Security(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 및
IT 전문가의 요구에 맞는 유연한 배포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백업, 재해 복구, 엔드포인트 보호 관리
솔루션으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AI 기반 안티맬웨어 및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증 기술로 아크로니스에서는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에 이르는 모든 환경을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보호합니다.

“전체 컴퓨터를 백업해야
하고 바이러스 백신 기능도
필요하다면 아크로니스를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원스톱 솔루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걸요.”

앞으로는 바이러스 백신도 Acronis
Cyber Protect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Windows
를 업데이트하면 머신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존 스테이트(John Staite),
하지만 아크로니스로는 백업도
아크로니스 사용자
복구도 쉽고 간편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컴퓨터를 백업해야 하고
바이러스 백신 기능도 필요하다면
아크로니스를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원스톱 솔루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걸요.”

www.acronis.com/ko-kr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2003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2008년 스위스에서 법인으로 등록한
아크로니스는 현재 18개국 33개
지역에 1,5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크로니스의 솔루션은
550만 명이 넘는 개인 사용자들과
50만 곳에 달하는 회사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Fortune
선정 1000대 기업과 최상위 프로
스포츠팀이 포함됩니다. 아크로니스
제품은 15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50,000개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40개 이상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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