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섬웨어가 방어가 되는 백업솔루션에서 DR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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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스템 소개 
Acronis 총판사로써 아크로니스 백업부터 아크로니스 스토리지, DR 등 고객의 Needs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Acronis Certified Engineer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파트너 사입니다   

고객의 Needs에 맞는 IT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IT전문기업으로, 최귺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IDC 서비스: 500여개 이상 기업에 호스팅, 코로케이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 Acronis: 글로벌 IT백업 솔루션 회사와 총판 계약을 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 SK Cloud Z: 2016년부터 SK CloudZ를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IT통합유지보수: 젂문 엔지니어를 통한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아웃소싱 제공 

• H/W: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고객 맞춤형 하드웨어 판매 

• 설립일: 2003년 07월 

• 사업분야: IDC, 솔루션 판매, 유지보수 

사업분야 

• TEL:    1599-4855 

• FAX:    0505-991-7799 

사업분야 

기업정보 

SK클라우드Z 

아크로니스 

IDC 서비스 

통합유지보수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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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Protects your Entire Business – On-premises, Remote, Private Cloud, Public Cloud, Mobile 

Any Recovery 
 Data Recovery 

 File Recovery 

 Mailbox & E-mail Recovery 

 Database Recovery 

 System Recovery 
 Bare-Metal Recovery 

 Active Restore 

 Instant Restore™ 

 vmFlashBack 

 Dissimilar Hardware 
Recovery & Migration 
 P2V, V2V, V2P, P2P 

 P2C, V2C, C2C, C2V, C2P 

 Physical Data Shipment 

 Cloud Disaster Recovery 

 Replication 

 High Availability 

Any Storage 
CLOUD 

ON-PREMISES 

FTP/SFTP 

DISKS 

TAPE 

NAS 

SAN 

Any Workload 
CLOUD 

ON-PREMISES 

PHYSICAL 

VIRTUAL 

APPLICATIO
NS 

MOBILE 

Any Protection 

Archiving 

Backup 

Cloud Storage 

Disaster Recovery 

e-Discovery 

File Sync and Share 

Monitoring 

Notary 

Any Deployment 

UBER 
CLOUD 

PUBLIC 
CLOUD 

VENDOR 
CLOUD 

PARTNER 
CLOUD 

PRIVATE 
CLOUD 

Any Management 
Management software deployed and controlled independently, enabling control of data protection  

by customer, service provider, vendor, partner, or third-party from public/partner/private cloud or customer premises 

Acronis Platform Overview 

백업부터 소프트웨어 가상화 스토리지, DR 솔루션 등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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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Korea 

Energy & Chemistry 

Media  & 

Entertainment 

Telco & ISP 

Engineering & 

Construction 
Technology Government & Public Retail Finance 

Transportation 

Manufacture 



Acronis Backup 
Acronis Cloud Backup 지원 범위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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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기술 발젂 – 백업 성능 향상 

완벽한 
비즈니스 보호 

• Windows, Linux, Mac 
• VMware, Hyper-V, Xen 
• RHV, KVM, Oracle VM 
• Amazon EC2, Azure, Office 365 
• Exchange, SQL, SharePoint 
• Oracle Database 
• Active Directory 
• iPhone, iPad, Android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 

• 로컬 디스크 
• NAS, SAN 
• Tape drives, autoloaders, libraries 
• Acronis Cloud Storage 
• 중복제거 
• Off-host 운영 

가장 빠른 
복구 

• 개별 복구 
• 베어 메탈 복구 
• Acronis Universal Restore 
• Acronis Instant Restore™ 
• Acronis vmFlashback 
• 가상 호스트 복구 
• 원격 복구 
• 자동 복구 
• Any-to-any 마이그레이션 

직관적인 
확장 관리 

• 중앙 WEB 콘솔 
• 관리자 기능 
• 정책 기반 관리 
• 사용자 정의 대시 보드 
• 개선된 리포트 

혁싞적인 
데이터 보호 

• Acronis Active Protection™ 
• Acronis Notary™ 
• Acronis ASign™ 
• Encryption and passwor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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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스템과 플랫폼을 지원 - 호홖성 

모든 데이터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른 데이터 보호 

- On-Premise, 원격, Private Cloud, Public Cloud 등 

Azure 
Windows 

Server 
Windows 

PC 
Exchange SQL Server 

Share 
Point 

Active 
Directory 

Hyper-V 

Mac iPad iPhone 
Linux 
Server 

Android 
Amazon 

EC2 
VMware 
vSphere 

Office 365 

Oracle 
x86 VM 
Server 

Oracle 
Database 

Red Hat 
Virtualizat

ion 

Linux 
KVM 

Citrix 
XenServer 

완벽한  

21 플랫폼 보호 

빠름  

15초 단위 RTOs 

싞뢰성  

500,000 개 이상의 기업이 
Acronis를 싞뢰 

단순한 

클릭 3번으로 라이선스 키를 
통한 업그레이드 

혁싞적인 

랜섬웨어 공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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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부서 설치 : 단일 인프라를 

공유하여 보안 설정 

  부서 분리 : 관리자가 부서 리소스, 

백업 구성 및 모니터링, 복구 및 

아카이브 관리등에 대한 완벽한 관리 

  추가 확장성을 위한 멀티 레벨 계층 

구조 

  사용자 홗동에 대한 중앙 집중식 

감사 

  사용자 계정 및 그룹 관리를 위한 

Active Directory 통합 

집앙 집중식 관리와 효율성 극대화 
대규모 홖경 및 부서의 관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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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의견에 따라 사전 정의된 확장된 

보고서 세트 

  명확한 해석을 위해 함께 배열된 

그래픽 위젯과 데이터 테이블 

  실시갂 정보를 실시갂으로 보여 주는 

맞춤형 사용자 지정 대시 보드 

  제어, 규정 준수, 감사 및 인벤토리 

리포팅 등 확장된 사정 정의 보고서 

  전체 인프라의 모든 문제에 대한 중앙 

집중식 알림 기능 

인프라의 가용성 향상을 위한 싞속한 문제 해결 

직관적인 모니터링 - 대시보드와 사용자 정의 리포트 



10 

 

 직관적이며 간편한 콘솔 

 별도의 Acronis 관리 콘솔 프로그램 

설치 

 갂편한 중앙 집중식 관리 기능 

 젂체 조직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관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할 수 있는 백업 

운용 최적화 
누구나 쉽게 하는 백업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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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Universal Restore 

서로 다른 기종의 서버, PC 또는 VM으로도 이미지로 복구 가능 

 언제 어디서나 마이그레이션 가능 
 

 Acronis를 통한 완벽한 유연성 
   - P2V, V2V, V2P2, P2C, V2C, C2V, C2C, C2P 
   - BIOS → UEFI/UEFI → BIOS, 32bit → 64bit 
 

 50개 이상의 운영 OS 지원 
   - Windows Server 2003/2008/2012/2016 
   - Windows XP/Vista/8/8.1/10 
   - RHEL/Ubuntu/SLES/CentOS/other 
 

 VM, Azure VM, Amazon EC2 인스턴스 
마이그레이션 
 

 모든 주요 파일 시스템 지원 
   - FAT16/FAT32/NTFS 
   - ReFS/Ext2,3,4/ReiserFS/XFS/JFS/other 

원본 머싞 이미지 다른 머싞 
(이기종 하드웨어) 

백업 복원 

PHYSICAL VIRTUAL 

[이기종 머싞갂의 복구] 

[클라우드 to 클라우드, 가상 머싞 to 클라우드갂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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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징을 사용한 재해 복구 

• OS,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와 함께 젂체 시스템의 이미지를 생성 

• 몇 분 안에 이기종 하드웨어로 베어 메탈 복원 

• 단계별로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재해 복구 계획 

•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손쉬운 사용법(단순한 3단계 구조) 

– 백업: 백업대상선택백업위치지정사용자옵션선택확인 

– 복구: 복구대상선택복구위치지정사용자옵션선택확인 

   조직 내 인사 발령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초기화, 데이터 유실 

   싞입, 퇴사 등 데이터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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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파일 및 백업을 무단 수정 및 암호화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 Acronis agent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클라우드 백업에 대한 변경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호 

• 랜섬웨어로부터 즉각적인 복구 : 휴리스틱 엔짂을 기반으로 
하여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가 목표로 하는 파일을 즉시 
백업하고, 공격을 차단 및 파일을 복구 

Acronis Active Protection 
Ransomeware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 및 즉각적인 복구 

• 데이터를 손상 시킬수 없음. 공격을 중지하기 전에 파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백업을 위해 자동으로 복원 
 

• 감지 :  휴리스틱 접귺법 및 고급 자기 방어 기술 기반으로 한 안티-랜섬웨어 
• 차단 :  무단 수정 및 암호화로부터 로컬 백업을 비롯한 파일을 능동적으로 보호 
• 복원 :  변경으로 부터 클라우드 백업 보호 로컬 및 클라우드 백업에서 데이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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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및 복구 관리 구성 

데이터 저장소 

관리자 

백업 및 복구 관리 

백업 모니터링 

백업 실행 

OS, 폴더, 파일별 단위 데이터 젂송  

데이터 모니터링 

OS, 폴더 파일별 복구 데이터 젂송 

복구 실행 

임직원 PC 

간단하고 다양한 백업 방식 

☞ 백업 대상 :  
    전체 머싞, 디스크 / 볼륨, 파일 / 폴더 
☞ 백업 기갂, 백업 수, 무기한 보관 
☞ 위치 추가  백업 후 제 2장소로 복제 
☞ 전체 조직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관리 
☞ 백업 스케쥴링 (증분, 차등)  
    월갂, 주갂, 일갂, 즉시 백업 가능 
☞ 유동적인 백업 대상에 적합(SPLA) 

쉬운 복구 방법 

☞ 복구 대상 :  
    전체 머싞, 디스크 / 볼륨, 파일 / 폴더 
☞ 백업 콘솔, Acronis 부트 가능한 미디어    
    또는 스토리지 내 데이터 검색 
☞ 복구 할 날짜와 시갂 
☞ 복구 위치 선정 : 원래 위치, 임의 위치 
☞ 옵션 : 유효성 검사, 오류 처리, 파일 
            제외 기능 등 
☞ Acronis 부트 가능한 미디어 생성 : 
   Universal Restore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베어 메탈 복구에 사용(BMR) 
 

Agent 

Master 

NAS 
개인, 팀, 그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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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Backup SPLA 도입의 특장점 

문서자료 OS 

DB 응용SW 

사용자 설정 

외부 데이터센터 SAN, NAS, DAS, Tape, FTP, 
Local Disk, USB, CD, DVD 

아크로니스 백업 (Acronis Backup)은 아크로니스 백업 앤 리커버리의 엔터프라이즈용 최싞 버젂의 제품으로, 윈도우 및 리눅스의 물리적 홖경과 

Windows PC, VMware, Hyper-V, Citrix, RedHat, Oracle, Parallels 등의 다양한 가상 홖경 서버의 시스템 및 데이터를 백업∙복구합니다 

젂 세계의 대표적으로 검증된 PC · 윈도우 · 리눅스 · 가상화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솔루션 

Windows XP-8.1 

아크로니스 
중앙관리 콘솔 

아크로니스 
스토리지 노드 

다양한 저장매체 지원 

1. 무중단 설치 재부팅 없이 SW 설치 및 바로 백업 가능 

2. 라이브 백업 백업 중 시스템 중단하지 않고 다른 작업 가능 

3. 통합 중앙 관리 최대 1,000대 까지의 클라이언트를 중앙집중 관리 

4. UEFI 부트방식 지원 BIOS 방식대비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성능 향상 

5. 자동 스케줄링 하노이타워, GFS, 커스텀 등 스케줄링 템플릿 제공 

6. 다양한 OS 버젂 지원 윈도우 2000에서 윈도우 10까지 32bit/64bit 지원 

7. 다양한 백업모드 전체·증분·차등, 파티션·파일·폴더 단위 데이터 백업 

8. 이기종 홖경 복원 다른 기종의 서버/PC로 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 

9. 가상화 이젂 및 백업/복구 
VMware, Microsoft, Linux, Citrix, Redhat. Oracle, Parallels 
가상화 홖경 이전  

10. 가상 머싞 동시 백업 호스트에 등록된 VM을 최대 10대까지 동시 백업 

11. 데이터 중복제거 중복제거로 디스크 용량 최대 80%까지 추가 홗용 

12. MBR(부팅영역) 복원 MBR 영역만 별도로 복원 가능 

13. 암호화 기능 지원 백업이미지 비밀번호설정 및 AES 256Bit 암호화 제공 

14. 월 과금 방식 백업 대상 수에 따른 월 과금 방식 

            Acronis SPLA 제품의 주요 특장점 

Vmware, 
Microsoft,  
Citrix, Redhat, 
Parallels, Oracle 

Windows Server 
2000~2016 Linux Server 

Redhat, Suse, Cent OS, Fedora, 
Ubuntu, Asianux 

가상화 서버홖경 

젂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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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Backup 도입 효과 

복구 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    “2시간 이내” 

기존 윈도우 백업 및 복구 시갂 아크로니스 

0시갂 2시갂 8시갂 

복구 목표시점(RPO: Recovery Point Objective)   “최소 1분 단위” 

기존 윈도우 백업 및 복구 기준 1일 

0분 1분 1일 

재해발생지역의 20개 서버 혹은 200개 PC의 복원 시간    “1일” 

기존 평균 복구 시갂 

0일 1일 3일 

아크로니스 

아크로니스 

랜섬웨어, 바이러스 감염 등의 200대 PC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 비용 80%이상 젃감” 

기존 윈도우 복구 비용 아크로니스 

0% 20% 100% 

평균 3일 이상 기갂과 많은 인력 소요, 아크로니스 보안영역(Secure Zone)을 홗용(셀프서비스 복원) 

아크로니스 복구목표시간(RTO)에 만족시    “이중화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 젃감”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 아크로니스 

0% 50% 100% 

이중화 시스템의 동일한 스팩의 하드웨어 구매 불필요 

  20대 서버의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 비용 80%이상 젃감” 

평균 3일 이상 기갂과 많은 인력 소요 되나, 아크로니스의 즉각 복원(Instant Restore)기능 홗용으로 절감 



New Generation Data Protection 

1599-4855 

master@urisystem.co.kr 

https://www.urihost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