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로 직접
중복 제거 백업

S3 호환 클라우드 스토리지

NEW! Veritas Backup Exec™
CloudConnect Opti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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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Exec 16

새로운 기능

Backup Exec 16 FP2에서 선보이는 클라우드로 직접 중복 
제거 백업으로 클라우드에 고유한 데이터 청크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중복 제거를 통해 클라우드의 백업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최대 90% 줄이고 지능적인 중복 
제거로 네트워크 사용을 줄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백업이 가능해졌습니다.

Amazon Web Services(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표준 S3 호환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지원됩니다.

Backup Exec은 S3 제공업체를 통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우수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Backup Exec으로 원하는 모든 S3 호환 클라우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첨단" Amazon S3 호환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관리자가 Amazon S3 SDK를 기본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Backup Exec 릴리스는 아래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역을 지원하면서 보다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선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더 우수한 유연성과 경제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릴리스는 Google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지역별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원하므로 보다 쉽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Government Cloud

Microsoft Azure Germany

안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 스토리지만큼 손쉬우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백업 및 복구에 
활용하려는 기업을 위한 솔루션

고객이 개별 S3 호환 클라우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백업 타깃으로 
지정 가능

Backup Exec은 만료된 백업 세트를 
다른 디스크 스토리지처럼 자동 삭제

간단히 구축할 수 있으며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은 솔루션

새로운 Veritas Backup Exec™ CloudConnect
 Optimizer(CCO)는 "쓰기 연결(Write Connections)" 
설정 변경 시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수정하므로 
백업에서 가용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인 백업이 보장되고 네트워크 대역폭 
기반 데이터 속도가 향상됩니다.

클라우드 지원 범위 확장

Backup Exec Migration Assistant로
간단히 업그레이드

미래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BACKUP EXEC

새로운 Veritas Backup Exec™ Migration Assistant를 사용하여 특정 Backup Exec 서버(소스)의 데이터를 
다른 Backup Exec 서버(대상)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아직 Backup Exec 2010을 사용 중이고 Backup Exec 16 FP2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Backup Exec 
Migration Assistant를 사용하면 Backup Exec 2010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미디어를 새 버전의 
Backup Exec 16이 실행 중인 서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veritas.com/docs/00012639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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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합니다.

 중소 규모 기업을 위한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인 옵션

 오래 전부터 제공되면서 인정받아 온 업계 최고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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