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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에 대응하는 백업솔루션



Market News 랜섬웨어 공격으로 생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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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생산 관련 자료 및 중요한 도면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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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위협 요소들

단순한 네트워크 해킹 시도 SPAM / APT 공격

광고/SPAM email
Email을 통한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공격

방화벽과 VPN, 침입방지, 바이
러스 차단 등 여러 가지 보안. 기
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장비 필요

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 위협 관리 시스템 등장

랜섬웨어의 최후의 대응은
Detection 기능이 있는 백업솔루션을 이

용한 데이터복원과 로컬 파일을 제3의 데
이터센터 소산 필요

랜섬웨어 공격 증가

비인가/악의적
인 접근시도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서비스거부공격)

대량의 공격용 PC로 특정 웹사
이트에 동시에 접속시킴으로써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

는 행위

스크립트 (자동화된) 공격에서 사회 공학적 해킹으로 진화



Ransomware의 진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를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로 방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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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비스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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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손실액이 큼

시스템 재해 발생 원인 및 피해

시스템 위협의 지속적 증가 시스템 정지로 인한 업종별 평균 손실액

보험

소매업

운송

은행

통신/인터넷

제조

증권

500,000

(단위 : 달러)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자료 : Qualix.Group.Find/SVP Strategic Research Division][자료 : AV-TEST, CANADA BIT INCOR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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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of Data Protection

Front-E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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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cronis Backup 
On-Premise, Cloud,

Hybrid
(유사시 백업본 복원)

Anti Ransomware
Appliance

(네트워크 앞단에서 방어)

Current
Systems

Acronis Active Protection
Detection and Restore
Servers, VM, PC, Macs,

(Agent가 실시간 감시, 복원)

The result: Data can never be com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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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앞단에서 사용자까지의 철통 보안을 위한 3단계



해외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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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40% AMERICAS 40% APJ/MEA 20%

+200,000 SMBs +200,000 SMBs +100,000 SMBs

Global Headquarters in Singapore

http://www.google.com.sg/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QQjRw&url=http://www.singaporepower.com.sg/&ei=6_XqU9yLNsW48gWUhIGQAg&bvm=bv.72938740,d.dGc&psig=AFQjCNEHQqBhMD8iQfjAeFpt_AAudnlrjw&ust=1407993707933724


국내 주요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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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가상화 백업 데스크탑 백업

이 외,
• BAT Korea

• GE Korea
• ABB Korea
• GM Korea
• Sony Korea 등
외국계기업, 중
소기업 및 비영
리단체 등을 포
함하여 한국 내

3,000여 고객사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테크윈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U+

LG이노텍

LG실트론

SK텔레콤

GS건설

LS산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토에버

삼성SDS

LG CNS  

SK C&C

동부CNI

한진정보통신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캐피탈

삼성화재

동부화재보험

현대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KRX한국거래소

KB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정보인증

롯데백화점

동화홀딩스

한국암웨이

포스코

동아닷컴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아스트라제약

정부통합전산센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헌법재판소

우정사업본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대통령기록관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서울특별시청

한국방송공사

한국인삼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기상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사이버사령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남교육연수원

강원랜드

메리츠화재

현대해상화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현대자동차손해사정

더케이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퍼스트데이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콘티넨탈오토모티브

포스코 A&C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LIG넥스원

NS농수산홈쇼핑

롯데리아

고영테크놀러지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시청

코레일

대검찰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금융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유리 시스템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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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개 고객사

2,000대 서버 운영

가산IDC 목동IDC

베트남 지사

솔루션 총판사업

회사명: 유리시스템

대표자: 이 규 정

사업영역:

호스팅 사업 및 솔루션 공급사업

- 호스팅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
- 솔루션 공급
- IT Maintenance

국내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해외지사: 호치민, 하노이

유리시스템은 15 년차 호스팅 전문기업으로,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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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 및 데이터 보호의

주요 이슈



Acronis Active Protection
Detect and Restore!

랜섬웨어공격을 탐지하고 빠르게 중단시킴

어떤 감염 파일도 빠르게 복구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Agent가 설치되어
서버, PC를 랜섬웨어로부터 즉각 차단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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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단한 백업 작업으로 재해를 입은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복구하

는안전한 솔루션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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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백업 솔루션 선택의 노하우

빠르고, 간단하고, 안전한 3S 솔루션

Speed
▪ 서버/PC 시스템에 빠르게 설치하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중단 솔루션

▪ 실시간 백업이 가능하도록 백업 주기가 짧은 솔루션

Simple
▪ 전문인력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백업/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솔루션

▪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자동 백업 모드로 작동하는 솔루션

Secure
▪ RTO(복구목표시간), RPO(복구목표시점)이 짧아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솔루션

▪ 중단된 시스템에서도 백업 데이터를 불러와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

Triple

S



Acronis® 도입 효과

복구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 “2시간”

아크로니스 기존 윈도우 백업 및 복구 시간

8시간

1일

0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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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로니스 기존 윈도우 백업 및 복구 기준 1일

0분 1분

재해발생지역의 20개 서버 혹은 200개 PC의 복원 시간 “1일”

아크로니스 기존 평균 복구 시간

0일 1일 3일

20대 서버의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 비용 80%이상 절감”
평균 3일 이상 기간과 많은 인력 소요 되나, 아크로니스의 즉각복원(Instant Restore)기능 활용으로 절감

바이러스 감염 등의 200대 PC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 비용 80%이상 절감”
평균 3일 이상 기간과 많은 인력 소요, 아크로니스 보안영역(Secure Zone)을 활용(셀프서비스 복원)

아크로니스 기존 윈도우 복구 비용

0% 20% 100%

“이중화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 절감”아크로니스 복구목표시간(RTO)에 만족시
이중화 시스템의 동일한 스팩의 하드웨어 구매 불필요

아크로니스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

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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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관리 콘솔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가상실제

암호화압축중복제거

V2CV2VP2V

Windows

RHEV
vmware  
Hyper-V  
Citrix  P
arallels

Linux

조직의 35%가 재해 복구의 관리를 위하여
3~5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2012년 Acronis 재해 복구 지표)

WindowsCitrix

P2V V2V V2C

중복제거 압축 암호화

실제 가상 테이프

vmware Hyper-v RHEV

14

Linux

Acronis® 의 통합된 재해복구 방식

일반적인 재해 복구 방식 Acronis 재해 복구 방식

총 소유 비용 및 복구 시간 감축

V2V V2C

압축 암호화

클라우드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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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백업 솔루션의 편의성

Servers
Virtual

Machines
Workstations
(include PCs)

Actual Work Site

Local Disk

SAN

Backup to Cloud

Backup to Local

Acronis 
Management
Console

WANLAN

DAT

New Generation Data Protection

Powered by the Acronis AnyData Engine

One Solution

Multi Platform, One Solution

으로완벽한 데이터 보호!

One

Solution

• 다양한환경 • 다양한백업대상
Windows Servers

Linux Servers

Windows PCs & Macs

Virtual VMware

Virtual Hyper-V

Virtual Xen

Virtual RHEV

Virtual KVM

Virtual Oracle VM

Files

Disk Images

Windows, Mac,

Linux clients

Microsoft SQL

Microsoft Exchange

Microsoft Active Directory

Microsoft System State 

• 다양한매체 • 다양한복구
Local Disk

USB HDD

Network Share

Off-site Cloud

Bare-metal Recovery

Dissimilar Hardware

File and Application Recovery

Web recovery console

Hybrid
Backup

• Hybrid 백업

- 로컬백업:빠르게시스템전체복구

- 클라우드:심각한재해로부터 복구

Push-Button Solution

으로편리하고 안전하게~♪EASY

Push

Button

Solution

• 가입하고클릭하면끝!

• 기존 Acronis Backup SW와즉시통합

• 웹콘솔:사용자기반으로편리하게

• Bare Metal 백업: OS없이복구가능

• 초기시딩및대규모복구서비스(옵션)

3-2-1

백업전략

• ‘3-2-1’ 데이터보호전략

- 3개백업, 2개매체저장, 1개클라우드

Web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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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s 백업 솔루션



다양한시스템환경을위한통합백업및재해복구솔루션인 Acronis은

장소및운영환경에관계없이모든시스템및데이터를통합관리하며, 

하나의인터페이스에서모든실제, 가상머신백업, P2P, P2V, V2P, V2V 을쉽게관리하는동급최상의솔루션임

다양한 환경을 위한 - Acronis Backup

모든 데이터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른 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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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ure
Windows Se

rver
Windows PC Exchange SQL Server

Share
Point

Active Direct
ory

Hyper-V

Mac iPadiPhone
Linux Serve

r
Android

Amazon EC
2

VMware vS
phere

Office 365

Oracle x86 
VM Server

Oracle Dat
abase

Red Hat Vir
tualization

Linux
KVM

Citrix XenS
erver

완벽한

21 플랫폼 보호

빠름

15초 단위 RTOs

신뢰성

500,000 개 이상의 기업이
Acronis를 신뢰

단순한

클릭 3번으로 라이선스 키를
통한 업그레이드

혁신적인

랜섬웨어 공격 방지

17



Acronis® 서버 제품의 특장점

전세계의 대표적으로 검증된 윈도우즈·리눅스 서버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솔루션

아크로니스

중앙관리 콘솔

Windows Server
2000~2012R2

Linux Server
Redhat, Suse,

Cent OS,  
Fedora,  
Ubuntu,  
Asianux

아크로니스
스토리지 노드

가상화 서버환경
Vmware,  Micro
sft, Citrix,  Red
hat, Oracle  Par
allels

문서자료 OS DB 응용SW사용자설정

외부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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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중단 설치 재부팅 없이 SW 설치 및 바로 백업 가능

2. 라이브 백업 백업과 동시에 시스템 중단 없이 다른 작업 가능

3. 다양한 OS 지원
Windows 2000에서 2016까지, 레드햇, 수세, 센트OS,  
우분투, 아시아눅스 등 다양한 Linux 서버 지원

4. UEFI 부트방식 지원 BIOS방식대비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성능향상

5. 통합 중앙 관리 최대 1,000대 까지의 서버를 중앙집중관리

6. 자동 스케쥴링 하노이타워, GFS, 커스텀 등 스케쥴링 템플릿 제공

7. 다양한 백업모드 전체·증분·차등, 파티션·파일·폴더단위 데이터백업

8. 이기종 환경 복원 Linux 및 Windows 이기종 서버의 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

9. 가상화 환경 이전
VMware, Microsoft, Citrix, Redhat, Oracle가상화 백업 및
복원

10. 백업 자동 복제
생성된 백업아카이브를 최대 5대까지 다른 저
장매체로(SAN, NAS, Tape, FTP 등) 자동 복제

11. LAN-free 백업 SAN으로 직접 연결된 스토리지 구간 직접 엑세스

12. 가상머신 동시 백업 호스트에 등록된 VM을 최대 10대까지 동시 백업

13. 데이터 중복제거 중복제거로 디스크 용량 80%까지 재활용

- 통합중앙관리 및 데이터 중복제거는 Advanced Platform에서만 제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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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대표적으로 검증된 윈도우 기반 PC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솔루션

아크로니스
중앙관리 콘솔

Windows 10, 8.1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VM Workstation,  
MS Virtual PC,  
Linux KVM,
Citrix VDI

Virtual  E
nvironment

Acronis Storage  
node

문서자료 OS DB 응용SW 사용자설정

다양한 저장매체 지원

외부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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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팅 없이 SW 설치 및 바로 백업 가능1. 무중단 설치

백업 중 시스템 중단하지 않고 다른 작업 가능2. 라이브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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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S방식대비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성능 향상4. UEFI 부트방식 지원

하노이타워, GFS, 커스텀 등 스케쥴링 템플릿 제공5. 자동 스케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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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증분·차등, 파티션·파일·폴더단위 데이터 백업7. 다양한 백업모드

다른 기종의 PC로 시스템 및 데이터 이전8. 이기종 환경 복원

9. 가상화 환경 이전 VMware, Microsoft, Linux KVM, Citrix VDI 환경 지원

백업된 아카이브를 다른 저장매체로 자동 복제10. 백업 자동 복제

중복제거로 디스크 용량 최대 80%까지 추가 활용11. 데이터 중복제거

MBR 영역만 복원 가능12. MRB(부팅영역) 복원

백업 이미지 저장 파티션으로 외부 공격에 안전13. Secure Zone 지원

백업이미지 비밀번호설정 및 AES 256Bit 암호화 제공14. 암호화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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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은행
– 서버 가상화 작업 착수

– 전산 센터에 약 80여 대의 윈도우, 리눅스 서버의 혼재

– Windows 2000등 노후화된 시스템 보유

• 과제
– 가상 시스템으로 이전백업을 위하여 각각의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문제점

– 수 많은 내/외부망(개발/운영계) 서버들을 별도의
강력한 호스트 통합 머신으로 구성 필요

– 노후화된 물리 시스템들에 대한 재해복구 관리

• 솔루션
– Acronis®  Backup & RecoveryTM 11.5

Advanced Server for Multiplatform
– Acronis®  Backup & RecoveryTM 11.5

Virtual Edition for Multi-Hypervisor

• 결과
– 에이전트 없는 백업으로 작업 시간 단축 및 기존

시스템의 무중단 가상화 이전 실현

– 서비스를 고려한 가상화 머신의 재배치를 통해 자원
관리 증대

– 관리 작업에서 효율성의 증대로 새로운 요청들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삼성SDS, SK C&C, 포스코, 암웨이코리아, KERIS,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게임빌등



가상화 서버 백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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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중공업
– 약 300여 대의 물리적 서버에 대한 RHEV기반의 서버

가상화 백업 도입

• 과제
– 서비스 성격에 따른 가상 머신들의 재배치 필요

– RHEV 환경에 최적화된 재해 복구 기능 및 향후
추가될 가상VM 관리에 비용 고려

– 전체적인 호스트 서버의 백업 안정성 요구

– 다운타임 발생시 막대한 비용 손실 초래

• 솔루션
– Acronis®  Backup & RecoveryTM 11.5

Virtual Edition for Multi-Hypervisor

• 결과
– 운영중인 모든 가상 머신에 대한 백업

– 호스트당 무제한의 VM 관리

– 장애 시 이기종 하드웨어 복구 옵션을 사용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 가능

– 지속적인 가상 머신이 추가되며 더 많은 비용절감
효과 실현

☞삼성멀티캠퍼스, 바이토 등



서버 재해 통합 관리/유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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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통합전산센터(NCIA)
– Windows 2000, 2003, 2008 및 Redhat, SUSE, CentOS,  

한컴리눅스 등 총 8종류의 다양한 OS환경

– 약 600여 대의 윈도우즈, 약 200여대의 리눅스 서버의 혼재

– HP, IBM, Dell, 국내 조립서버 등 다양한 H/W 인프라

• 과제
– 한곳으로 통합된 수 많은 다양한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통합 관리 필요

– 윈도우/리눅스 시스템 백업 환경 미흡으로 주기적인
OS백업이 어려움

– 노후화된 물리 시스템들에 대한 재해복구 관리 필요

• 솔루션
– Acronis®  Backup & RecoveryTM 11.5

Advanced Server for Multiplatform
– Acronis®  Backup & RecoveryTM 11.5 Universal Restore

• 결과
– 대민, 대내, 전자정부시스템 내의 수많은 서버들에 대한

재해 발생시 별도의 설치CD와 인력 없이도 백업 이미지
하나로 즉각 복구, 서비스 강화

– 노후화로 인한 손실 장비의 시스템은 Universal 
Restore옵션을 통해 유휴 장비로 복원

–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한 백업 통합관리가 가능해짐

☞KRX, 국회도서관, 대통령기록관, KBS,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은행, SC은행, 신한카드 등



워크스테이션 재해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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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전자 / L전자 디스플레이
– Windows XP환경의 자동화 생산라인 워크스테이션

– 각 생산 라인별, 수십에서 수백대의 라인 컨트롤 특수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스템 인프라

• 과제
– 시스템 장애 발생시 납기 일정 지연에 의한 대외 신뢰도

추락 및 막대한 비용 손실 초래

– 혹독한 제조 환경으로 인한 장애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통합 관리 요구

– 특수한 환경 시스템의 OS백업 필요

• 솔루션
– Acronis®  Backup & RecoveryTM 11.5

Advanced Workstation
– Acronis®  Backup & RecoveryTM 11.5

Advanced Server for Multiplatform

• 결과
– 중앙 집중화된 솔루션에서 백업을 완전하게 최신으로

관리

– 라인별/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그룹핑을 통해 원격으로
백업 및 복구, 서비스 강화

– 시스템 중단 없는 온라인 백업으로 오류시 바로 시점
백업 가능해짐

☞대검찰청, 한국철도공사, 창원시청, 메리츠화재, 현대해상화재, 롯데리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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