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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Backup & Continuity Solution
유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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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렌드 PRODUCT

220 여종의 다양한
물리·가상 환경 백업

클라우드 및 가상
시스템 백업, 복구

재해복구(DR)
원격지 복제
2

Windows, Linux, Unix, Mac, NAS,
PC 백업
VMware, Hyper-V, Citrix,
Acropolis 백업
MS-SQL, Oracle, Exchange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백업
AWS, Azure, Google, Rackspace 등
퍼블릭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백업, 복구
Agentless 방식으로 가상 시스템 백업
및 복구
DRaaS를 위한 유니트렌드 Cloud
센터 전세계 8곳 운영
전세계 최초 SLA 기반 DRaaS 시작
별도 옵션 없이 기본 기능으로 DR을
위한 원격지 복제 기능 제공

랜섬웨어 탐지,
알람 및 복구

수량, 종류 제한
없는 용량 라이선스

이중화 - 수분 이내
서비스 즉각 복구

머신러닝 기반 랜섬웨어 탐지 엔진으로
백업 파일 실시간 감시
랜섬웨어 감지 시 담당자 알림
Ransomware Protection Award 수상

단일 라이선스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PC, NAS 등 종류와 수량 제한 없이 백업
용량 증설, 유지보수, 라이선스 관리 용이

Instant Recovery 기능을 통해 가상
서버로 수분 이내 서비스 복구
백업, 이중화 통합 구축 가능
Audit Mode 이용해서 손쉽게 복구
테스트, 모의훈련 진행가능

유니트렌드 기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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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니트렌드 특징

01

02

Simple

03

No hidden price

Simple한 운영
Simple한 구성
Simple한 통합

보안

Agent 무제한, 2차 소산
중앙관리, 중복제거
랜섬웨어 탐지

4 백업, VM백업, HCI 백업

랜섬웨어 탐지
리눅스 기반
보안 규정 준수

용량 범위 내에서 OS 종류와 수량 제한 없이 백업 가능. Agent 방식 솔루션 대비 월등한 비용 절감 효과와 운영 편리성 제공

WAN

5 백업, 이중화, 랜섬웨어 탐지 및 복구
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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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백업

ERP

장애 발생 시

ERROR

ERP.VMD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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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P백업

ERP

ERP

1

1

ERP 서버를 유니트렌드 Appliance로 백업

1

ERP 서버 장애 발생

3

머신러닝 기반 랜섬웨어 탐지 모듈로 백업파일 감지

3

백업 파일을 이용하여 운영 ERP 서버 복구

2

유니트렌드 Replica 기능 이용하여 Appliance에 즉각
복구 가능한 VM 상태로 준비

6 직관적인 UI, 사용자 친화적인 통합관리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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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렌드 관리 콘솔에서 Ready 상태 VM을 클릭하여
Appliance에서 즉시 서비스 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