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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가장 소중한 통화

신생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을 통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새로운 효율성 창출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재구성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엔진이며 가장 소중한 통화입니다.

조직은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지속적인 지원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중단 시간과 데이터 손실로 인한 영향은 재정적으로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데이터 보호

데이터의 가치와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 보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데이터 증가와 사본 데이터 스프롤의 급증 ,  까다로운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 발전하는 위협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 등으로 비용 부담과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IT로 전환할 경우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전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가 
점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지능적인 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차세대 HPE StoreOnce

새로운 차세대 HPE StoreOnce 시스템은 소규모 원격 사무실에서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용으로 구축된 데이터 보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HPE StoreOnce를 통해 데이터 센터에서 플래시 속도의 보호로 비용, 위험, 복잡성을 
줄이고 클라우드에 저비용 아카이브와 재난 복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투자 최적화 지원: HPE StoreOnce는 HPE Cloud Bank Storage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단순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백업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백업,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고, 별도의 게이트웨이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없이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내부에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며 중복 제거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시간, 비용, 네트워크 대역폭을 20배4까지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암호화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여 단순한 클라우드 재난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IT 데이터 보호의 단순성, 성능, 민첩성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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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데이터 보호

우선순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장애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1시간 미만의 
중단 시간만 허용되는 조직의 비율.1

71%

47%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가  하이브리드 
환경에  충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조직의 비율.3

한 기업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 횟수 
건당

1  실제 SLA 및 가용성 요구사항, ESG Master Survey 
Results, 2018년 5월

2  알아야 할 랜섬웨어 통계 2017, Barkly, 2017년 6월

3  2018 Frost & Sullivan, IT 의사 결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4  완전히 리하이드레이션된 백업과 비교하여 20:1의 
중복 제거 비율 가정

그림 1. HPE StoreOnce 및 HPE Cloud Bank Storage로 클라우드 백업 간소화

HPE StoreOnce 및 HPE Cloud Bank Storage

40초2

https://www.hpe.com/storage/storeonce
https://blog.barkly.com/ransomware-statistics-2017


 • 데이터 증가 제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의 HPE StoreOnce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확장 
가능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10배 더 많은 용량5과 함께 단일 시스템에서 다양한 종량제 용량 
포인트와 최대 104PB6를 제공합니다. HPE StoreOnce는 지능형 중복 제거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백업 비용과 점유 면적을 줄여 기가바이트당 백업 비용 및 점유 공간을 

95%7까지 확장합니다. 보장합니다.8 

5, 9  HPE StoreOnce VSA 4.x vs. HPE StoreOnce VSA 
3.x

6  로컬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보호되는 
데이터의 20:1 중복 제거 가정

7  완전히 리하이드레이션된 백업과 비교하여 
20:1의 중복 제거 비율 가정

8  HPE StoreOnce Get Protected Guarantee 프로그램

10  HA 통합 8노드 시스템  
(HPE StoreOnce VSA 사용)

11  HPE RMC와 기존 백업 환경을 비교한 HPE 테스트 
결과, 2017년 6월

12  3-2-1 데이터 보호 성공 사례는 데이터 사본 3개 
필요(2가지 미디어 유형, 1개는 오프 사이트에 유지)

13  HPE StoreOnce Gen3 어플라이언스 20개의 독립적 
관리(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와 비교한 차세대 
HPE StoreOnce 어플라이언스 20개의 통합 관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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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PE StoreOnce 차세대 플랫폼으로 데이터 증가 제어

 • SLA(서비스 수준 계약) 지원: HPE StoreOnce를 활용하여 최대 3배9 더 빠른 성능과 최대 

288TB/시간의 업계 최고 백업 속도로 백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10 HPE RMC(Recovery 

Manager Central)를 사용하여 HPE 3PAR 또는 HPE Nimble 어레이에서 HPE StoreOnce로 
직접 백업할 경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백업은 23배 , 복구는 15배 더 
빨라집니다 .11 이 백업은 비용이 더 적게 들며 덜 복잡하고 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합니다.

 • 모든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확보: 안정적으로 설계된 HPE StoreOnce 데이터 보호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2-1 데이터 보호12 성공사례, 
암호화된 백업 ,  데이터 무결성 확인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빠른 복원 ,  최후의 수단인 
고가용성 스토리지로 위협을 완화합니다. 안정성이 높은 HPE StoreOnce Catalys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백업 내용이 랜섬웨어 공격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 복잡성 감소: HPE StoreOnce가 데이터 보안에 소요되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 단일 
창에서 다중 시스템과 다중 사이트 가시성 및 관리로 관리 시간이 95%까지13 단축되었습니다. 
셀프서비스 보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소유자가 친숙한 내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까지 엔드 투 엔드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간편화하고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토리지 효율성

백업 비용과 점유 면적 95% 
감소. 보장합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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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9PB*  
유효 용량

최대 6.48PB* 
유효 용량

최대 13PB* 
유효 용량

최대 30PB* 유효 용량

최대 51PB* 
유효 용량

HPE StoreOnce VSA

최대 104PB* 
유효 용량

*  HPE Cloud Bank Storage 용량의 최대 로컬 용량(20:1 중복 제거) 

그림 3. 간편하게 데이터 보호 모니터링 및 관리

https://www.hpe.com/us/en/resources/protected-guarantee-program.html?parentPage=/us/en/products/storage/protection-retention-availability/store-once
https://www.hpe.com/info/3par
https://www.hpe.com/storage/nimble


지금 업데이트 받기

 • 가상 환경 및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애자일 소프트웨어 정의 보호 경험: HPE StoreOnce 
VSA는 가상 어플라이언스의 민첩성과 유연성으로 StoreOnce의 배포 옵션을 확장하여 전용 
데이터 보호 하드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목적 HPE StoreOnce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1TB 단위로 구성 확장이 가능하며 최대 500TB의 가용 용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대상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PE StoreOnce VSA 라이선스 서버는 대규모 또는 동적 VSA 
배포의 라이선스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 Copyright 2018 Hewlett Packard Enterprise Development LP. 본 안내서의 내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ewlett 
Packard Enterprise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의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 보증문에 명시된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본 
문서에는 어떠한 추가 보증 내용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Hewlett Packard Enterprise는 본 안내서의 기술상 또는 편집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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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 환경 및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보호

 • 사용량 기반 백업 온프레미스 확보: HPE GreenLake 백업의 종량제 결제 소비 모델과 유연한 
용량 계획 전략이 차세대 HPE StoreOnce와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적합하게 
조정 및 확장되는 사용량 기반 청구 모델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의 이점을 이용합니다. HPE 
Pointnext로 설계, 운영, 구현한 완전한 백업 솔루션으로 문제없는 데이터 보호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호: HPE StoreOnce는 투자를 보호하며, 물리적 또는 소프트웨어 
정의 배포 선택과 유연한 as a service 소비로 종속성을 제거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ISV 
파트너의 풍부한 에코시스템 전반에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통합을 제공합니다.

요약

차세대 HPE StoreOnce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IT로 진화할 때 엔드 투 엔드 보호를 지원하여 
기본 스토리지, 보조 스토리지, 프라이빗/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기본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아카이브  또는  재난  복구  클라우드를  통해  경제적  이점과  민첩성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빠르고 안정적인 운영 복구를 지원하는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E의 무료 데이터 보호 평가를 활용하여 현재 상태와 HPE StoreOnce를 통해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HPE StoreOnce는 올플래시 하이브리드 IT 세상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 
보호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pe.com/storage/storeonce

HPE StoreOnce VSA

ROBO

(Backup as a Service)

http://www.hpe.com/info/getupdated
https://www.hpe.com/services/flexiblecapacity
https://www.hpe.com/services/flexiblecapacity
https://www.hpe.com/info/pointnext
https://www.hpe.com/info/pointnext
https://www.hpe.com/us/en/resources/protected-guarantee-program.html?parentPage=/us/en/products/storage/protection-retention-availability/store-once
http://www.hpe.com/storage/storeonce
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a00056184ENW
http://twitter.com/home/?status=End-to-End%20Data%20Protection%20with%20HPE%20StoreOnce%20Platform+%40+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a00056184ENW
http://www.linkedin.com/shareArticle?mini=true&ro=true&url=https://www.hpe.com/h20195/V2/GetDocument.aspx?docname=a00056184ENW&title=End-to-End%20Data%20Protection%20with%20HPE%20StoreOnce%20Platform+&armin=ar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