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itas Alta™ Capture(이전의 Merge1 SaaS) 아카이빙 소프트웨어는 금융 메시징 플랫폼, 협업, 파일 공유, 소셜 미디어, SMS,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웹 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컨텐트를 비롯해 대중적인 메시지 유형을 캡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카이빙 니즈에 적합한 클라우드 캡처 기능

범용 호환성: Veritas Alta™ Archiving, Enterprise Vault, Microsoft 365와의 완벽한 통합

완전 커스터마이징 지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독점 컨텐트 소스를 비롯해 모든 컨텐트 지원

간소화된 설계: 별도의 교육 불필요, 적은 설치 공간, 기존 인프라스트럭에서 원활하게 실행, 간단한 설치

Veritas Alta Capture 추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

모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아카이빙

갈수록 많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 소셜 미디어, 파이낸셜 IM 등의 새로운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게 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수집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 금융 서비스 및 제약을 비롯한 업계 규정 준수

• 법률 소송 및 조사를 위한 이디스커버리 지원

• 기업 거버넌스 및 기타 요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보존

Veritas Alta Capture
손쉽게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을 캡처하고 아카이빙하여 
컴플라이언스 및 이디스커버리 해결

매체에 관계없이 직원들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보관

메시지 아카이빙 규정

규정 준수

이디스커버리 및 법적 대비

향상아카이빙



Veritas Alta Archiving과의 완벽한 통합

Microsoft와 베리타스, 양사가 추천하는 유일한 아카이브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Veritas Alta Capture는 컴플라이언스 및 이디스커버리를 위해 메시지를 캡처 및 

아카이빙하는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합니다. Veritas Alta Archiving과의 

통합으로 사용자가 아카이브 포털을 사용하여 120여 개의 컨텐트 소스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Veritas Alta Capture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성능과 간소화의 이상적인 조합

• 범용 호환성

• 완전 커스터마이징 지원

• 손쉬운 설치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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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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 기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지원

• 금융: SEC, FINRA, CFTC, SOX, MiFID II

• 제약 및 헬스케어: FDA, HIPAA, FDCA, ARRA

• 정부/공공 기관: FOIA, FISMA

• 에너지/유틸리티: FERC, DOE, NERC, 주 정부 규정

• 국제/통상: FTC, GDPR

• Veritas Alta Archiving 플랫폼 내에서 원활하게 통합

• 복잡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 없는 손쉬운 캡처

• 올인원 통합 클라우드 캡처 및 아카이빙

협업
• Chatter 
• Cipher Cloud 

• Crowd Compass 

• Microsoft Teams 

• Twitter 
• Yammer 
• Slack  

•  Microsoft Teams 

Meetings

금융 플랫폼
•  Bloomberg Mail,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IM)

• Eikon Messenger/Reuters 

• FactSet 
• FX Connect 
• IceChat 
• Redtail Speak 

• Symphony 

• UBS 

• Yieldbroker 
• XIP

모바일과 텍스트
• AT&T 

• BlackBerry 

• WhatsApp 

• SMS 

• Verizon 

• WeChat

엔터프라이즈 툴
• ServiceNow 

• 웹 페이지 

• Webhooks 

• Pivot

기타
• 맞춤형 데이터 형식 

• EML 파일 

• 텍스트 구분(Text-Delimited) 형식 

• SQL 데이터베이스 

• XSLT/XML 

• EWS 

• Exchange 

• Exchange Online
 
*  목록에 없는 컨텐트 유형이 있습니까? Veritas 

Alta Capture는 완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모든 컨텐트를 지원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 

텍스트 구분 형식, XSLT/XML). 자세한 내용은 

베리타스에 문의하십시오.

Document Collaboration
• Amazon S3 

• Box 

• Citrix ShareFile 

• Dropbox 

• Google Drive 

• OneDrive for Business

지원되는 컨텐트 유형*

• Webex Teams 

• Workplace from Meta 

• YouTube 

• Zoom Meetings 

• SharePoint 
• Salesforce 

• RingCentral 
• Crowd Compass

Veritas Alta Capture는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제품으로, 

손쉽게 설정하여 온갖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 팀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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