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upXcelerator

TM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최적의 백업 솔루션

BackupXceleratorTM?
BackupXceleratorTM는 멀티쓰레드 기술을 활용한
초고속 병렬 압축 백업과 복구를 수행하여 매우 높은
백업 성능을 보장함으로써, 백업 자원의 소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완벽하게 한글로 구현된 GUI는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DB 온라인 백업과
이기종 플랫폼을 지원하여 제품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앙 관리가 가능한 3Tier 아키텍처는 향후 용량
확장 및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
합니다.

Administrator Console

(백업 관리자 콘솔)

백업 클라이언트 SAN용 스토리지 노드

한글 GUI를 통한 통합 백업 관리자 콘솔, 백업 마스터 서버뿐 아니라
원격자 관리자 PC에 설치 사용 가능

Master Server

(백업 마스터 서버)

백업장치
(디스크
또는 테이프)

[ SAN 백업환경 ]

SAN 스위치

백업정책, 스케쥴 등 카달로그 DB와 로그를 보관하며, 백업콘솔에서
받아 들인 명령이나 스케쥴에 의해 중앙에서 전체 백업 작업을 제어함

스토리지

Storage Server or Storage Node

Ethernet
Network

(백업 스토리지 서버 또는 스토리지 노드)
마스터에서 지시한 백업 또는 복구 명령을 수행하여 백업 데이터를 저장.
이를 위한 백업디스크 또는 테이프를 인식하고 제어함

Client

백업 클라이언트
백업 마스터 서버

(백업 클라이언트)

백업 대상 데이터를 읽고 추출하여 백업 스토리지 서버로 전송하거나
백업된 데이터를 받아 복원하는 역할

백업 관리자 콘솔

백업 스토리지
서버

백업장치
(디스크 또는 테이프)

[네트워크 백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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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Xcelerator

TM

의 주요기능

01 다양한 DB 온라인 백업
BackupXceleratorTM는 국산 및 외산 DB가 혼용되고 있는 국내 IT 환경에서 DB 백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서 Altibase, CUBRID, DB2, MS SQL, Oracle, Tibero 등 다양한 DB의 온라인 백업을 지원합니다.

02 고속 병렬 데이터 I/O 및 고압축 백업
BackupXceleratorTM는 '고속 병렬 데이터 처리와 고압축 기법'으로 백업 및 복구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며,
데이터가 고압축으로 저장되어 백업 자원의 소요 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줍니다.

03 이기종 플랫폼 지원
BackupXceleratorTM는 중소 규모 기업과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운영되는 모든 플랫폼을 지원하여 이기종에 대한
통합 백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4 국내ㆍ외 백업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유연한 확장성 및 호환성

(한글 GUI 환경)

■ 확장이 유연한 다계층(3 Tier) 구조
■ AIX, HP-UX, Solaris, Windows, Linux 등 다양한 이기종
플랫폼에 대한 통합 백업 지원
■ 범용 외산 DBMS 및 Altibase, CUBRID, Tibero 등의 자동스크립트
생성 기능 및 GUI에서의 환경 설정 기능 제공
■ 다양한 연결 인터페이스 (FC, iSCSI, NDMP, SCSI등) 지원
■ 주요 벤더사의 Storage, Tape Library, VTL 등 다양한 백업 장비 지원
■ 중복제거 기능이 내장된 백업 장비와의 연동 제공
■ DAS, NAS, SAN 등 다양한 스토리지 환경 지원
■ NAS 백업을 위한 NDMP 백업 지원
■ SAN을 통한 LAN Free 백업 지원
■ SAN 백업을 위한 Tape Drive 공유 기능 제공
■ 고객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가능

편리한 관리 기능
■
■
■
■
■
■
■
■
■
■
■
■

완벽하게 한글로 구현된 원격 통합 관리 GUI 콘솔 및 CLI 제공
백업 서버, 대상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등 H/W 자동 스캐닝 기능 제공
미디어풀 기능, 온오프라인 관리 등 GUI를 통한 미디어 관리 기능 제공
캘린더 기반의 다양한 스케줄에 의한 자동 백업 기능 제공
1차 백업 후 즉시 및 예약 스케줄에 의한 2차 백업 기능 제공
미디어 소산을 위한 날짜, 시간별 사용 미디어 검색 및 백업 내용 검색
기능 제공
스케줄에 의한 자동 백업 및 사용자 편의에 따른 수동 백업 지원
백업 이어받기 기능 및 GUI를 통한 백업 중지 및 재수행 기능 제공
백업 이미지 전체, 일부 디렉토리, 파일 단위 복구 기능 제공
실시간 진행 상태 및 로그 모니터링 기능 제공
각 서버별 우선 순위 지정 백업 기능 제공
로그인/로그아웃 등 접속기록, 작업내역 로그 저장 관리 기능

뛰어난 백업 데이터 보호 및 안정성
■
■
■
■

백업 카달로그 및 인덱스에 대한 백업 기능 제공
Server OS 백업 및 복구 기능 제공
백업 마스터에 대한 이중화 지원
소산을 위한 미디어 복제 기능 및 동시에 2개 이상의 백업 복제본 생성
기능 제공
■ 자체 백업 포맷 및 표준 Tar 포맷 백업 기능 제공
■ 백업 카달로그 유실 시 Tape만으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기능 제공
■ 128/256/448 bit 암호화 백업 지원

IT 빅이슈에 대한 처리 기술
■ 클라우드 백업 기능 제공
■ 이미지 기반 백업(가상화) 지원

고성능 백업 복구 지원
■
■
■
■
■
■

DBMS실시간 백업/복구 기능 제공
고속병렬 데이터 I/O 및 고압축 백업(특허기술)
GUI를 통한 멀티잡/멀티쓰레드 수 설정 기능 제공
GUI를 통한 클라이언트/서버 고성능 데이터 압축 선택 백업 지원
멀티플렉싱 및 멀티스트리밍 백업 지원
증분 백업만으로 새로운 전체 백업을 생성하는 병합 백업 지원

경제성 및 신뢰성
■
■
■
■

무제한 고속 디스크 백업 라이센스 기본 제공
고압축 백업으로 인한 백업 자원의 TCO 절감
백업 원천 기술 보유로 소스 레벨의 기술 지원 가능
공인 인증 획득 : 국내특허등록, 일본특허등록, 행정업무용 S/W 선정,
GS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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