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itas Alta SaaS Protection의 
Microsoft Teams 백업

베리타스가 제공하는 Teams API 기반 데이터 보호 및 
아카이빙 

각 기업은 Microsoft Teams와 같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격리하여 백업하는 방식의 차원 높은 

보호 기능을 원합니다. 원격 근무자가 늘고 온라인 

협업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Veritas Alta SaaS Protection의 

Microsoft Teams 보호 방법

베리타스는 aaS(as a service)의 형태로 완벽하게 

관리되는 백업/복구 전용 환경을 운영합니다. 

Veritas Alta™ SaaS Protection(이전의 NetBackup SaaS Protection)은 Microsoft Teams 워크스페이스에 연결한 다음 매시간 또는 매일 

야간에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캡처합니다. Microsoft Teams 백업 데이터를 압축하고 암호화하여 고객이 선택한 클라우드 리전에 

저장합니다.

Teams 검색 툴

Veritas Alta SaaS Protection의 컨텐트 인덱서(Content Indexer)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Microsoft Teams(팀, 채널, 메시지)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이 인덱스를 통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 여러 소스를 포괄하여 사용자, 채널, 팀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 예를 들어 채널, 스레드, 사용자에 자료 보존을 적용하기 위해 확장형 속성을 활용합니다.

• 검색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림 내에 논리적 경계를 생성합니다.

자료 보존

채널, 사용자, 또는 검색 쿼리의 결과를 기준으로 자료 보존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업의 니즈에 맞춰 자료 보존 정책을 구성합니다. 대시보드 및 기본 

제공된 컨텐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보관된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안정적인 백업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Microsoft Teams Export API와 완벽하게 통합하여 데이터의 신세틱(Synthetic) 전체 백업을 손쉽게 유지 관리합니다. 

데이터는 별도의 백업 데이터 저장소에 보관되거나 모든 Microsoft 365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백업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

빠르고 유연한 복구 기능으로 손쉽게 Microsoft Teams에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제어

백업 정책 및 권한은 물론 호스팅 클라우드 리전까지 설정하면서 데이터 상주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보안

SOC 2 Type II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베리타스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플랫폼 인스턴스에 상주하는 백업 데이터를 위해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안전한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확장형 인덱싱

자동 컨텐트 인덱싱 덕분에 초고속으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Veritas Alta SaaS Protection은 채널, 채팅, 스레드의 모든 내용을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베리타스가 엔터프라이즈 Teams 워크스페이스 환경에 최상의 선택인 이유

Veritas Alta SaaS Protection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 확장성, 컴플라이언스, 보안을 제공합니다.

모든 Teams 워크스페이스를 위한 백업 정책 정의 또는 워크스페이스별 정책 설정

무제한 백업 보관

자동 완전 관리형 백업 서비스

원래 워크스페이스 또는 대체 워크스페이스에 복원

포인트 인 타임 복원

Teams Standard Plans, Teams Plus Plans, Teams Enterprise Plans 지원

채널, 그룹, 사용자 목록, DM(Direct Message), 다자간 DM, 파일, 스니펫, 게시물 캡처

컨텐트 인덱싱과 디스커버리 검색, 자료 보존, 보존 기간 관리 기능 연계

22개국에 대한 데이터 상주 옵션을 제공하는 전용 백업 환경

SOC 2 Type II 컴플라이언스

타사 제품 Veritas Alta SaaS 
Protection for Teams

Veritas Technologies 소개

Veritas Technologies는 데이터 보호 및 가용성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87%를 
포함한 전 세계 8만여 개 기업에서 베리타스 기술을 기반으로 IT 복잡성을 해결하고 데이터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베리타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데이터의 위치와 관계없이 데이터 보호를 자동화하고 복구를 
조정함은 물론, 비즈니스 크리티 컬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항시 보장하고 기업이 데이터 규제 변화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높은 신뢰성과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배포 모델을 
제공하는 베리타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80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와 100개 이상의 
운영체제(OS), 1400개 이상의 스토리지 타깃, 60개 이상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Cloud Scale 

Technology를 적용하여 운영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자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베리타스 홈페이지(www.veritas.com/kr) 또는 베리타스 
트위터(@veritastechll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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