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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NetBackup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의 복구를 보장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엑사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입니다. NetBackup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비결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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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해결책, 
레질리언스

랜섬웨어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
랜섬웨어 레질리언시는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2031년에는 랜섬웨어 공격이 
2초에 한 번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랜섬웨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2,6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1

64%
보안 조치가 IT 복잡성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IT 경영진의 비율2

66%
3-2-1 백업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 기업의 

비율2

38%
공격을 받아 5일 이상 다운타임을 겪은 적이 

있는 IT 경영진의 비율2

전례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번 팬데믹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피해를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궤도에 올라 
엄청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Dejan Ljustina, PWC, CEE TMT 산업 부문 리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3년으로 예상했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3개월 만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고된 나날이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포춘 2000대 기업, 베리타스 고객

25%+
장소를 가리지 않는 위협
연구 조사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은 클라우드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발생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비율2

96%+
준비되지 않은 팀
랜섬웨어 대비 현황에 관한 경영진과 IT 팀의 
인식 차가 큽니다.

랜섬웨어를 중대한 비즈니스 
위협으로 여기는 비즈니스 
리더의 비율2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확보

보호
계층화된 사전 예방적 보호

AWS S3에서 변조 불가 스토리지를 
지원하여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탐지
완전한 능동형 탐지

AI/ML 이상 요소 탐지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통해 데이터를 상시 복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복구
자동 복구 오케스트레이션

부담이 적은 CDP 백업 및 VMware를 위한 
즉각적인 롤백 기능으로 다운타임 없는 통합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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