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MWARE 및 HYPER-V를 
위한 즉각적인 복구

Backup Exec 스토리지

Storage vMotion/Live Motion에서 영구적인 가상 시스템 복구 수행

백업 스토리지에서 직접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여 즉시 액세스

백업 세트에서 가상 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가상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Backup Exec이 백업 

세트로부터 즉시 복구된 가상 시스템을 시작하면 사용자가 곧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의 개별 파일 및 

폴더에 액세스하여 복구합니다.

프로덕션 ESXi/Hyper-V 호스트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가상 시스템 또는 

호스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vmdk 파일을 복사한 후 가상 
시스 템을 제거합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에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 즉시 복구된 가상 시스템에서 

패치를 테스트합니다.

백업 세트 또는 가상 시스템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증합니다.

복구 시간 목표(RTO) 향상 및 가동 

중단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NEW! S3 프라이빗 클라우드 
커넥터
FP5에는 Amazon S3 호환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백업 및 복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고급" Amazon S3 호환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관리자가 

Amazon S3 SDK를 기본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스토리지만큼 편리하면서 더 

경제적인 백업 및 복구용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찾는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Backup Exec 고객은 추가 라이센스 

없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를 

백업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oudian HyperStore는 FP5를 통해 

호환 S3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업체로 

인증받았습니다.

NEW! Cloudian HyperStore 
지원

Backup Exec이 기본 제공하는 새로운 

S3 호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커넥터는 

Cloudian HyperStor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및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기업이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ackup Exec Data Lifecycle 

Management(DLM)는 Cloudian 

HyperStore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백업 

세트를 관리합니다.

Backup Exec 또는 Cloudian 

HyperStore의 기본 보안 기능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Backup Exec은 Cloudian HyperStore에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기록합니다.

Cloudian과 S3 API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합

Cloudian HyperStor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향상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DLM)

Cloudian HyperStore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 솔루션으로 상시 데이터 보안,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는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합니다.

HyperStore는 온프레미스 S3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성능과 

유연성을 범용 하드웨어에 접목시키고 API 통합도 지원하므로 

오프사이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복구를 지원하고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합니다.

더 효과적으로 디스크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보존하여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십시오. 

FP5의 향상된 기능을 통해 백업 세트가 있는 스토리지를 최적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DLM 종속성 분석에 따라 종속 세트를 

표시하는 고급 옵션을 제공합니다.

디스크 하위 시스템 공간을 절약하여 

데이터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디스크 하위 시스템을 구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만료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만료시켜 스토리지 

관리, 운영, 유틸리티 비용을 절약합니다.

통찰력 있는 분석, 신속한 해결

FP5의 향상된 Backup Exec 작업 로그에서 SCSI 인식 데이터도 표시하므로 

관리자가 테이프 장치 또는 드라이브가 오프라인 상태가 된 이유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테이프 장치를 격리하고 진단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운타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에 문의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테이프 장치 오프라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인포그래픽에서는 Backup Exec FP5가 제공하는 몇 가지 중요 기능을 소개합니다. 전체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은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FP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운로드하려면 

http://www.veritas.com/docs/TECH100816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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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Feature Pack 5 릴리스에는 VMware 및 

Hyper-V 를 위한 즉각적인 복구, SQL 2016 지원, 

S3 맞춤형 클라우드 커넥터, Cloudian HyperStore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ESXi/Hyper-V 호스트

프로덕션 스토리지

새로운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지원

주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정보 액세스, 

비즈니스 민첩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업 및 복구 전략에 따라 아직도 백업 테이프를 사용하는 기업이 

49%에 달합니다!

SQL Server 2016

FP5는 고급 분석부터 업계 

최고의 메모리 성능까지 모든 

기능을 기본 제공하며, 보안과 

확장성을 겸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SQL Server 2016을 

지원합니다.

SharePoint 2013과 
SQL 2016 인스턴스 

FP5는 Microsoft SharePoint 

2013에서 Microsoft SQL 2016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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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스템을 수 초 또는 수 분 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은 가상 시스템의 크기가 아닌 

네트워크 속도 및 스토리지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래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BACKUP EXEC
20년 이상 강력하고 안정적인 백업 및 복구를 책임져 온 Veritas 
Backup Exec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백업 
솔루션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가상, 물리적,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완벽한 통합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중소기업 환경을 위한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옵션

오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업계 최고의 기술 제공

 자세히 보기

여기에 소개된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신 버전의 호환성 매트릭스는 Backup ExecTM 15 소프트웨어 호환성 

목록(SCL)에서 확인하십시오: Article000017788

테이프 장치 오프라인 
문제 자체 해결 지원

http://www.veritas.com/docs/000017788
https://www.veritas.com/ko/kr/product/backup-and-recovery/backup-ex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