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 상  백 업 을  위 한  S / W  구 매 는  불 필 요  합 니 다 .  
B a c k u p  3 6 5  는  월  1 0 만 원  으 로  가 능 합 니 다 .  

MS Azure 기반 클라우드 백업솔루션 

서비스 가용성 SLA 99.9% 제공 및 백업 

저장소 Disk 스냅샷 백업을 통한 자체 보호 

기능 탑재

단일 솔루션으로 OS 및 DB 모두 백업 

Windows 및 Linux 지원 | MS SQL 및 

Oracle DB, Exchange 지원

차별화된 복구 서비스 제공 

부팅 불가능 상태의 장애시 무상 현장 방문 

복구 서비스 제공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구 

시스템 부팅 불가능, 일부 데이터 손실, 

랜섬웨어 감염 모두 복원 가능
 

매우 안전한 백업 데이터 관리 

고객사별 백업본 격리 저장, 백업 저장소 자체 

스냅샷으로 이중 안정성 제공
 

국내 유일 전문화된 백업 관제 서비스 제공 

고객사별 장애 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빠른 조치 가능
 

무상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항상 최신 OS 및 APP 보호 가능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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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c k u p  3 6 5  서 비 스

국내 유일 백업 관제 서비스 제공

고객사별 백업 현황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즉각 조치 수행 

복원 요청시 빠른 원격 지원 및 부팅 불가능한 

경우 현장 방문 서비스 제공

완벽한 백업 및 복구

단 한 번의 백업을 통해 시스템(OS 및 APP 설치 

상태) 전체 복구 및 File, DB(MS SQL, Oracle, 

Exchange) 복구를 지원 하며, VMware 및 

Hyper-V 가상화 환경의 VM 단위 백업 및

복구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백 업 솔 루 션 ( W i n d o w s 및 L i n u x

지원)

철저한 백업 데이터 보안 관리

백업 서버 및 백업본의 접근을 개별 컨테이너 

방식으로 분리 및 제한하고, 암호화된 백업으로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전송 및 저장

A



기존 클라우드 백업의 문제점

데이터 백업 위주의 솔루션이 대부분, 시스템

복원을 위한 기능은 미포함
 

일부 시스템 백업 솔루션은 작은 저장용량만 

지원함으로써 대용량 백업 불가능
 

전통적인 풀백업 → 증분백업 → 풀백업 순환

방식으로 백업시간이 매우 오래 걸림
 

또한 위의 순환 방식으로는 고객사마다 많은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 증가
 

기존 백업 S/W 방식을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각    

고객사의 백업본을 개별 컨테이너로 분리하지  못하여, 

백업본 보안성 취약

VERY SIMPLE & EASY  
    BACKUP 365

백업 365는 다른 백업과 다릅니다.

전문 엔지니어의 실시간 관제를 통한 고객사 백업 장애 파악 및 

조치 제공
 

서비스 사용시 신규 시스템에 대해 추가 비용 걱정 없는 백업

무상 업그레이드 보장
 

단일 S/W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스템 백업 기능 지원으로 

통합 백업 및 데이터 단위 복구 지원
 

원본 하드웨어 및 가상화 & 클라우드 환경으로  복구 및

이기종 하드웨어로 시스템 복구 가능
 

영구 증분 백업 방식으로 빠른 백업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 절감 및 비용 절감 가능
 

클라우드 환경으로 백업 함으로써, 기존 전산환경과 백업 시스템 

분리를 통한 랜섬웨어 감염 차단
 

백업 시스템 자체 자동 스냅샷 기능으로 백업본 삭제 또는 랜섬웨어 

& 바이러스 감염시에도 정상 백업본으로 롤백 및 복구 가능

백업 서버 및 데이터의 접근을 개별 컨테이너 방식으로 제한하고, 

백업 시 암호화 지원을 통한 외부 유출 방지

기존 백업 솔루션의 문제점

OS 및 APP의 새로운 버전 출시 시 기존 백업 S/W와 호환 

되지 않아, 백업 S/W 업그레이드 비용 지출
 

데이터 백업 S/W는 시스템 백업 불가능 또는 취약하며

그에 따른 데이터와 OS를 위해 2개의 에이전트 설치 및

두 배의 백업 용량과 시간 소요
 

백업 후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백업본 삭제 및 랜섬웨어 

전파를 통한 백업본 감염시 복구 불가
 

원본 서버의 하드웨어 장애 시 시스템 재구축이 어려움
 

가상화 & 물리적 환경 & 클라우드 환경 장애의 모든 대처가 

어려움
 

백업 서버 및 데이터 접근을 통한 데이터 유출 문제
 

도입 1년 후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과적인 백업 

관리가 어려움



IT임원, 로봇 자동화 제조 고객사

“백업 솔루션 도입 후 매년 지불하는 유지보수 및 

라이센스 리뉴얼 비용이 매우 부담 되었는데, 

Backup 365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OS나 DB를 언제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겐 메리트였습니다.

관제 서비스를 통한 빠른 장애 감지와 기술지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IT 부서장, 통신 중계기 제조 고객사

“백업 솔루션 구축에 따른 초기 도입 비용이 높아 

고민이었는데 Backup 365 서비스 덕분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도입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최신 버전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며, 관제 서비스를 통해 백업 관리 업무를 

덜었습니다. 

아직도 클라우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비용대비 효율적인 서비스라고생각합니다.”

인사 총무 담당자,환경 관련 고객사

“영구 구매가 아닌 매달 금액을 지불 하는 부분에서 

품의 및 결재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Backup 365 는 지원 서비스가 편리하며 

운영가이드 및 기술지원을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업 관제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덜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다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백업 솔루션을 구매하는 비용과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해 보니 백업 365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 A C K U P 3 6 5 의 가 치

백업 365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스템 

복구를 위한 완벽한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백업 S/W 단점을 보완하여 가용성을 

높 이 고 백 업 및 복 구 의 효 율 성 을 

극 대 화 함 과 동 시 에 고 객 사 의 백 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안 

기능과 스냅샷 기능을 포함 하였습니다.  

ADDRESS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A동 923-1호

아이비인포텍(주)

EMAIL

admin@backup365.co.kr

ibinfo@ibinfo.co.kr

PHONE

070-4323-3191

070-4323-3190



PHONE

070-4323-3191

070-4323-3190

EMAIL

admin@backup365.co.kr

ibinfo@ibinfo.co.kr

ANY TIME ANY WHERE
ALLWAYS BACKUP

BACKUP 365

BACKUP 365 PLAN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STANDARD

10만원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250GB 백업 지원

암호화 백업 지원

시스템(OS) 백업 지원

OS, VM, 파일, DB 복원

스냅샷 복구 지원

관제 서비스 및 당일 원격 무상 복구

월,VAT별도

PREMIUM

15만원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500GB 백업 지원

암호화 백업 지원

시스템(OS) 백업 지원

OS, VM, 파일, DB 복원

스냅샷 복구 지원

관제 서비스 및 당일 원격 무상 복구

월,VAT별도

ONE-TIME

문의

근무시간 외 긴급 방문 복구 요청

AWS 및 AZURE 컨버팅

서버 이전용 백업

이기종 H/W로 이관

VM 또는 물리서버 가상화 변환

DB 백업 및 복구

VMWARE TO HYPPER-V 변환

익일 근무시간 내 무상 방문 복구(서울,경기) 24시간 무상 방문 복구(서울,경기) 사내 구축형 백업 시스템

1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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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1년 약정이 기본 적용 됩니다.
•백업 지원 용량은 추가 가능하며, 용량에 따른 비용이 추가 됩니다. 
•STANDARD 서비스는 근무시간 외 방문 요청시 서버당 별도 비용이 청구 됩니다.
•백업 장애 처리 내역 비율 분석 내부 통계 - 근무시간 내 복구 30%, 근무 시간 외 복구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