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mantec NetBackup™
가상 환경을 위한 스피드 백업
데이터 시트: 데이터 보호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오랫동안 업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아 온 Symantec NetBackup™ 은 최대 규모의 까다로운
데이터 센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Symantec™ V-Ray 기술이 구현된 NetBackup 은 기존의 백업
방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상 시스템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 NetBackup 은 직관적인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모든 백업 및 복구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전사적

그림 1. NetBackup 은 전사적 범위에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단일 통합 솔루션입니다 .

범위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서비스 수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포괄성 – NetBackup 은 모든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는 단일

NetBackup 7.6 의 주요 기능

솔루션으로 현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 Instant Recovery for VMware® – 백업 디스크에서 직접

서버 , 스토리지 , 하이퍼바이저 , 데이터베이스 , 애플리케이션

가상 시스템 (VM) 을 부팅하여 간단하게 가상 시스템을

플랫폼을 모두 지원합니다 .1

복구합니다 . 가상 시스템이 실행된 후에는 VMware Storage

• 확장성 – NetBackup 은 유연한 다계층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vMotion®을 사용하여 기본 스토리지로 가상 시스템을 옮깁니다.

하며 우수한 성능 , 탄력적인 자동화 , 중앙화된 관리를 통해

초대형 가상 시스템도 단 몇 분이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요구

• Accelerator for VMware – 더 이상 전체 가상 시스템

사항을 해결합니다 .

백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NetBackup Accelerator 가

• 통합성 – NetBackup 은 백업 어플라이언스부터 빅데이터

있으면 변경된 블록만 백업되며 , 이러한 블록이 이전의 백업과

플랫폼까지 기술 스택의 각 포인트에서 통합을 수행하여

통합되어 최신 버전의 전체 백업 이미지를 구성하므로 복구

안정성과 성능을 높입니다 . OpenStorage Technology(OST)

속도가 향상됩니다 .

를 통해 타사 스토리지와 스냅샷 솔루션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 Replication Director for VMware – NetApp® 시스템에서

있습니다 .

자동으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NetBackup Replication

• 혁신성 – NetBackup 은 백업 , 복구 , 가상화 , 중복 제거 , 스냅샷

Director 를 사용하면 NetBackup 에서 NetApp Snapshot™,

관리 등의 분야에서 취득한 수백 개의 특허 기술을 토대로

NetApp SnapMirror®, NetApp SnapVault® 를 통해 가상

한발 앞서 첨단 기술을 상용화해 왔습니다 . 또한 NetBackup 은

시스템 스냅샷을 조정하고 카탈로그화하며 복제할 수 있습니다.

Best of VMworld 에 최다 선정된 백업 소프트웨어입니다 .2

• VMware vCloud Director® 통합 – vApp 과 가상 시스템 간의

• 검증된 솔루션 – NetBackup 은 10 년 넘게 엔터프라이즈

관계를 포함하여 가상 데이터 센터를 정의하는 메타데이터를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1 위를 차지했으며

보호합니다 . 자동으로 새로운 가상 시스템을 검색하며 추상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선택한 제품입니다 . 데이터를

계층을 지나 파일 레벨의 복원을 지원합니다 .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 NetBackup 에 맡기십시오 .

• Oracle® 을 위한 지능형 정책 – 자동으로 새로운 Oracle®
인스턴스를 검색하고 향후 백업에 포함시켜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RMAN 스크립트가 동적으로
생성되므로 더 이상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스크립트를 두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자세한 내용은 NetBackup 마스터 호환성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2.

Best of VMworld, Business Continuity and Data Protection category: 2007, 2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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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데이터 보호
Symantec NetBackup™
워크로드 보호
엔터프라이즈 IT 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기종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 기업의 규모가 확장되면 각종 플랫폼 , 애플리케이션 ,
인프라스트럭처가 함께 확장되곤 합니다 . NetBackup 은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스택의 계층별 통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백업을 보장합니다 .

• 운영 체제 – NetBackup 은 Microsoft Windows®, Linux®,
UNIX® 파일 , 디렉터리 , 속성 , 시스템 상태 , 기타 메타데이터를
그림 2. NetBackup 은 V-Ray 기술을 구현하여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 환경의 백업과 복구를 통합합니다 .

포함하여 수십 개의 서버 운영 체제 (OS) 버전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파일을 열고 사용 중일 때에도

백업 윈도우 단축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IT 팀에서 보고하는 연간 데이터 증가율이 40% ~ 60% 에 이르는

• 가상 시스템 – NetBackup 은 VMware®, Microsoft Hyper-V®
등 대표적인 하이퍼바이저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 업계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프로덕션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최고의 Symantec™ V-Ray 기술을 사용하면 백업 운영자가

최대한 빠르게 실행되는 백업이 필요합니다 . NetBackup 은

가상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탐색할 필요 없이 사실상 물리적

혁신적인 설계와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의 차이를 느끼지 않으면서 파일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에이전트 없이 이미지 레벨에서 백업이

• Accelerator – 더 이상 전체 백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루어지며 , V-Ray 를 통해 가상 시스템의 전체 컨텐트를

NetBackup Accelerator 가 있으면 변경된 블록만 백업되며 ,

모니터링하고 복원용으로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블록이 이전의 백업과 통합되어 최신 버전의 전체
백업을 구성하므로 복구 속도가 향상됩니다 .

•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 NetBackup 은 핫 백업
과정에서 트랜잭션 일관성을 유지하고 로그 삭제 작업 (log

• 스냅샷 –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백업을 실행할 수

truncation) 을 관리하기 위해 IBM DB2®, IBM Informix, IBM

있습니다 . NetBackup Replication Director 를 사용하면

Lotus Domino®, Microsoft Active Directory®, Microsoft®

NetApp 과 같은 벤더가 제공하는 스토리지 기술을 활용하여

Exchange Server,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스냅샷을 조정하고 카탈로그화하며 복제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 Oracle, SAP HANA, SAP R/3,
• Near CDP(Continuous Data Protection) 기능 제공

SAP Sybase® 등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메시징 ,

– Accelerator 또는 스냅샷 백업을 몇 분 간격으로 자주

애플리케이션 ,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

실행하도록 예약함으로써 사실상 CDP 를 실현하여 데이터

• 스토리지 시스템 – NetBackup 은 EMC, HP, Hitachi, IBM,

손실을 줄이고 복구 시점 목표 (RPO) 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NetApp, 기타 벤더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 고속 상호 연결을 통한 스케일업 – NetBackup 은 파이버 채널 ,

각종 스냅샷 , 복제 , NDMP 기능과 통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

iSCSI, Infiniband 와 같은 모든 주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레벨에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

• 클라우드 플랫폼 – NetBackup 은 VMware vCloud Suite 와
• 멀티태스킹을 통한 스케일아웃 – 멀티스트리밍 , 멀티플렉싱 ,

통합하여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데이터 센터를 정의하고

자동 로드 밸런싱을 이용하여 성능의 병목 현상을 방지합니다 .

vApp과 가상 시스템 간의 다양한 관계를 정의하는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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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데이터 보호
Symantec NetBackup™
다운타임 없는 백업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24 시간 가동되고 항상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백업이 중요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NetBackup 은 데이터 손상 없이 프로덕션
환경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그림 3. Symantec NetBackup™ 5230 은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와 지능적인
중복 제거 기능을 갖춘 통합 엔터프라이즈 백업 어플라이언스입니다 .

• 가상 시스템 로드 밸런싱 – NetBackup VM Intelligent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

Policies(VIP) 는 지나치게 많은 가상 시스템 백업이 동시에
실행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동으로 하이퍼바이저 또는 가상

이제 기업은 테이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

시스템 호스트의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NetBackup 은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종 스토리지
• 네트워크 사용 제한 – NetBackup 내에서 대역폭 한도를

타겟과 통합됩니다 .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 사용량을 조절합니다 . 이것으로도

• 전용 백업 어플라이언스 (PBBA) – NetBackup 은 OST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전용 이더넷을 구성하거나 파이버 채널로
전환하여 네트워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PBBA 와 통합하여 최적화된 이미지

NetBackup 은 사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합성 (Optimized Synthetics), 자동 이미지 복제 (Auto Image

지원합니다 .

Replication, AIR) 와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
• 디스크 – NetBackup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일반 디스크

• 스냅샷을 사용한 오프호스트 백업 – 어떠한 지장도 받아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하드웨어 스냅샷을 사용하여 대체

볼륨을 디스크 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정책에 따라

서버에서 오프호스트 백업을 수행하며 , 이 모든 작업은

자동으로 작업 로드를 배분하고 용량을 관리하므로 공간

NetBackup 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제로 인해 작업이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

• 스토리지 시스템 스냅샷 – NetBackup 은 NetApp, EMC 와

대역폭이 낮은 네트워크를 통한 백업

같은 벤더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백업 서비스의 일환으로 원격 사무실 , 클라우드 호스팅 워크로드

스냅샷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스냅샷은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또는 고객 사이트를 백업하는 모든 경우에 WAN(Wide Area

경우 사용되며 NetBackup 정책에 따라 다른 스토리지 타겟에

Network)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백업은 최대한 효율적이어야

복제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합니다 . NetBackup 은 이와 같은 백업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변경 추적 및 중복 제거 기술을

• 테이프 – 기존부터 백업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로

활용합니다 .

사용되어 온 테이프는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는 장기적인
아카이브에 사용되는 기본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 데이터 감축 극대화 – NetBackup Accelerator 의 변경 추적

NetBackup 은 방대한 테이프 드라이브 및 로봇 하드웨어

기능과 NetBackup Intelligent Client Deduplication 을

구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메인프레임급 미디어 관리 기능을

연계 사용하면 백업 트래픽을 대폭 줄이고 전체 백업의

제공합니다 .

시딩 (Seeding)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 클라우드 – 아카이브에 적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 Symantec NetBackup™ Appliance 를 통한 WAN 최적화

경제적으로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오프사이트

– 원격지의 NetBackup Appliance 에 백업을 스테이징하는

미디어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NetBackup 에서 점점

방식의 WAN 최적화를 통해 백업이 주 사이트로 전송될 때의

더 많은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지원하므로 손쉽게

성능을 10 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NetBackup 정책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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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데이터 보호
Symantec NetBackup™
효율적으로 저장
기업의 디스크 스토리지 중 최대 60% 가 복제 데이터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NetBackup 을 사용하면 복구 성능을 유지하면서
디스크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지능형 중복 제거 – NetBackup 중복 제거 기능으로 백업의
양을 최대 99% 감축하여 디스크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NetBackup 은 모든 스트림을 무조건 똑같이
처리하지 않고 지능적으로 개체 경계를 인식하면서 중복

그림 4. NetBackup 은 소스 또는 타겟을 포함하여 어디서든 유연하게
중복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

제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재해 복구를 위한 오프사이트 저장

• 모든 영역에서 중복 제거 – NetBackup 은 소스 또는 타겟에서
유연하게 중복 제거하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복사본을

중복 제거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오프사이트에 보존하여 자연 재해 또는 사이트 장애가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 미디어 서버 중복 제거는 프로덕션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서버의 처리 부담을 덜어줍니다 .

합니다 . NetBackup 은 사용되는 스토리지 또는 전송 방식의
제약 없이 오프사이트에 백업을 저장하여 재해 복구 대비 절차를

• 스토리지 계층화 – 스토리지 계층화를 통해 오래된 데이터는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더 저렴한 스토리지로 이동함으로써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NetBackup 스토리지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 자동 이미지 복제 (AIR) – NetBackup AIR 을 사용하면 미리

통해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계층별 일정과 보존 시간을

설정된 정책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NetBackup

관리합니다 .

도메인으로 백업 이미지 및 카탈로그를 자동 복제할 수
있습니다 . 매일 변경분이 임포트되어 테이프에 복구하거나

안전하게 저장

중복 제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 AIR 이미지에 서로

백업은 자주 간과되는 보안 취약점 중 하나로 , 특히 백업이 제 3

다른 보존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 AIR 이미지를 다대일 또는

자에 의해 전송되거나 오프사이트에 저장될 경우 문제는 더욱

일대다 구성으로 복제 가능하므로 사실상 무한한 재해 복구

심각합니다 . 레코드 관리 벤더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업체

성능을 지원합니다 .

어느 곳에서 백업을 보관하든지 NetBackup 은 한층 더 강화된

• 스냅샷 복제 – NetBackup Replication Director 를 사용하여

보안 수준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생성한 하드웨어 스냅샷은 오프사이트의 다른 스토리지

• 클라이언트 암호화 – 클라이언트 또는 소스에서 AES 256 비트

시스템에 자동 복제할 수 있으며 , 이 모든 작업이 NetBackup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므로 네트워크를 통해

에서 관리됩니다 . 이러한 복제본은 NetBackup 보존 정책을

전송되는 순간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따르며 테이프 또는 중복 제거된 디스크에 복구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

• 미디어 서버 암호화 – 미디어 서버 또는 스토리지 타겟에
도착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프로덕션 시스템의 처리 부담을

• 테이프 보관 – NetBackup Vault 는 번거로운 오프사이트

덜어줍니다 .

테이프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 볼트 기능은 로봇
라이브러리에서 알맞은 테이프를 자동으로 꺼내고 오프사이트

• 키 관리 서비스 (KMS) – SCSI T10 암호화 표준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시스템과 주고받는 테이프의 이동을 추적하며 일일

테이프 드라이브의 하드웨어 기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리포트를 출력하여 테이프와 함께 또는 이메일을 통해 레코드

테이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

관리 벤더에게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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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항목만 복원

NetBackup 은 빠르고 안정적인 복구 옵션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이메일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거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파일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 전체 가상 시스템 또는 스냅샷을
마운트하셔야 합니까 ? NetBackup 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 VMware 용 Instant Recovery – 백업 디스크에서 직접

없습니다 . NetBackup 개별 단위 복구 기술 (Granular Recovery

부팅하여 가상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 가상 시스템이 실행된

Technology, GRT) 이 데이터 소스 컨텐트를 색인화하므로 필요한

다음에는 vMotion 을 이용하여 기본 스토리지로 가상 시스템을

데이터가 어느 백업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옮깁니다 . 초대형 가상 시스템도 단 몇 분이면 실행할 수

않고도 손쉽게 해당 항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있습니다 .

•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GRT – NetBackup 애플리케이션

• 스냅샷 복구 – NetBackup Replication Director 에서 조정하는

에이전트는 Exchange, SharePoint, Active Directory 백업을

온라인 하드웨어 스냅샷을 복구하여 이전 시점으로 시스템을

색인화하여 이메일, 문서 또는 개체 레벨의 복원을 수행합니다.

롤백합니다 .

• 가상 시스템을 위한 GRT – V-Ray 기술이 구현된 NetBackup은

• 최적화된 이미지 합성 (Optimized synthetics) – 이전의

특별한 방식으로 가상 시스템 내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파일

백업을 사용하여 전체 백업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므로

컨텐트를 색인화하므로 전체 가상 시스템을 복구하거나

실제로 전체 백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백업

마운트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가상 시스템 이미지

이미지로부터 신속하게 전체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백업으로부터 필요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

• NetBackup Bare Metal Restore™ – 물리적 시스템을 복구

• 하드웨어 스냅샷을 위한 GRT – NetBackup Replication

가능한 상태로 신속하게 준비하므로 OS 를 다시 설치하거나

Director 가 스토리지 시스템 스냅샷을 색인화하므로

수동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NetBackup 을 통해 파일 컨텐트를 선택적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있습니다 .

• Blue Sky 복구 – NetBackup P2V(physical-to-virtual) 이미지

규정 준수를 위한 아카이브

변환을 사용하면 물리적 Windows 시스템을 가상 환경 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장기간, 심지어 몇 년까지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Blue Sky" 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또는 소송으로 인해 일정 기간 자료 보존용으로 데이터를

• 기타 복구 옵션 – 실제 이미지 복원 기능을 통해 쓸모없는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NetBackup 은 이러한 요구

데이터를 복원 범위에서 제외시켜 복구 속도를 높입니다 .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을 보장하는 백업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및 데이터 보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합성 문제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므로

• 스토리지 라이프사이클 정책 (SLP) – NetBackup 정책을 통해

더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

백업 복사본마다 보존 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보관할 데이터는 스토리지 라이프사이클 정책 (SLP) 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아카이브 미디어 ( 예 : 테이프 ,
클라우드 스토리지 ) 로 옮깁니다 . 예를 들어 , 최초 백업을
디스크에 저장하여 1 주일간 보관한 다음 테이프로 이동하여

1 년간 보관하는 과정을 하나의 SLP 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 검색 및 보존 – 백업 데이터가 자료 보존 대상이 되면
NetBackup Search 에서 관련 데이터를 찾아 보존 자료로
지정함으로써 보존 정책을 재정의하여 데이터가 만료되거나
백업 스토리지에서 삭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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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

IT 전문가라면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데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서비스 요청도 가중되는

얼마나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백업

상황에서 IT 팀은 항상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일을 해야

서버와 스토리지 자체도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백업은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NetBackup 으로 직원의 업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의 모든 서버 ,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핵심적인 비즈니스에 리소스를

구성 요소와 상호 작용합니다 . NetBackup 은 이러한 부담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덜어주기 위해 소프트웨어 , 서버와 스토리지를 모두 갖춘 완전

• 중앙화된 정책 기반의 관리 – 다수의 미디어 서버 ( 데이터

통합형 턴키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합니다 .

무버 ) 를 제어하는 NetBackup 마스터 서버에서 단일 관리

• 에이전트 없는 가상 시스템 백업 – V-Ray 가 있으면 가상

콘솔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NetBackup 정책 , 일정 ,
기타 설정을 구성합니다 .

시스템 내에 백업용 에이전트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가상
환경 전반에서 백업 소프트웨어의 구축과 유지 보수가 크게

• 탄력적인 자동화 – NetBackup 은 가상 시스템 및 Oracle

간소화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정책을 통해 새로운 가상

•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배포 – 에이전트 푸시 설치 툴을

시스템과 Oracle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향후 백업에

사용하면 간편하게 에이전트 배포 , 업그레이드 , 유지 보수

포함시켜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교차 도메인 관리 – 여러 NetBackup 도메인과 제품 버전을

• 자동 하드웨어 구성 – NetBackup 마법사가 각종 하드웨어 ,

연계하여 더 손쉽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스냅샷 , 로봇 테이프 드라이브 환경에서 설정 , 하드웨어

• 커스터마이즈 경고 및 실시간 모니터링 – 편리한 정렬 및

검색 , 연결 기능 확인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 점검 과정을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예외를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백업

지원합니다 .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 우선 순위를

• Symantec NetBackup™ 5200 Series – 신속하게 구축해야

정하며 제어할 수 있습니다 .

하는 경우 Symantec NetBackup™ 5200 Series Appliance를

• NetBackup Appliance 모니터링 – 관리 대상인 모든

고려해 보십시오 . NetBackup Appliance 는 모든 필수

NetBackup Appliance 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미리 설치되어

알림을 전달합니다 .

제공되므로 수분 내로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통합 ,
테스트 , 성능 튜닝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이 상당 부분

• Operational Restore – 셀프 서비스 복구를 위한 단일 웹

제거되며 시만텍이라는 단일 벤더가 전체 하드웨어 및

포털인 NetBackup Operational Restore 에서 모든 백업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모두 지원합니다 .

시스템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를 수초 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재검색하거나
취소하여 신속하게 파일을 찾아내 복원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관리 기능 – 강력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및 사전/사후
명령어 연산을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 범 위 한 자동화가 실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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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NetBackup™
미래에 대비

가상 환경을 위한 스피드 백업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기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 지속적으로

한발 앞선 엔터프라이즈급 가상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개선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비용을 절감할 기회는 항상

V-Ray 기술이 구현된 Symantec NetBackup™ 7.6 은 수천 개의

존재합니다 . NetBackup 은 광범위한 리포팅 및 분석 기능을

가상 시스템과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규모가 보편화되고

제공하여 과거의 결과를 이해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SDDC) 및 ITaaS(IT-as-a-service)를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축해야 하는 가상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성능 , 자동화 ,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유수의 기업들이 시만텍을 신뢰합니다 .

•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운영 리포팅 – NetBackup OpsCenter가

NetBackup 에 대한 자세한 정보

NetBackup 환경 전반에서 테이프 드라이브 사용률 , 성공률 ,
비보호 상태의 환경을 신속하게 파악합니다 .

IT 전문가와 시만텍 직원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Symantec
Connect 에서 NetBackup 을 사용하여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 비즈니스 컨텍스트 기반 고급 리포팅 – NetBackup OpsCenter
Analytics 가 이기종 환경 전반에서 현업 부서 , 지역 또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Symantec Connect에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컨텍스트 기반 리포팅을 수행합니다 .

NetBackup 전문가들과 함께 NetBackup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 장기적 동향 파악 및 분석 – ROI 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중복 제거 전후 단계에서 증가율 추이를 추적함으로써 백업
스토리지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

• 서비스 레벨 컴플라이언스 및 비용 정산 – 임계치를 기준으로
리포팅하여 서비스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 개별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정의된 가격 모델을 적용하여
백업 및 아카이브 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그림 5. OpsCenter Analytics는 계층적 비즈니스 레벨의 모니터링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비용을 분석하며 서비스 레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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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 NetBackup™
추가 정보
웹 사이트

Symantec NetBackup 홈 페이지
Symantec NetBackup Appliance 홈 페이지
시만텍 소개
전 세계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시만텍은 보안 , 백업 및 가용성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 시만텍의 혁신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는 휴대용 모바일 기기부터 기업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IT 환경에서 사용자와
정보를 보호합니다 . 또한 시만텍이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데이터 보호 , 식별 및 인터랙션 기술과 전문성을 통해 고객들은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 , 관리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ymantec.co.kr 또는

go.symantec.com/socialmedi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만텍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8 층

TEL: 02-3468-2000
FAX: 02-3468-2001
www.symantec.co.kr

Copyright © 2014 Symante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Symantec, Symantec 로고 , Checkmark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Symantec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다른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
.

21324986

8

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