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타바이트 규모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신
귀사의 스토리지는 충분합니까?

80%

오늘날 생성, 복제 및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의 80%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1

90%

전체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간 생성되었습니다.2

2020년 ,

까지
고가치 데이터가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3

스토리지 솔루션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5

가지 징후

1 비정형 데이터 증가로 기존 온프레미스 스토리지가 오버로드됩니다.
2 IT 직원이 스토리지 환경의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3 워크로드 스파이크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4 지역별 중단 또는 느린 성능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데이터 사일로가 존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데이터에서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객체 스토리지가 필요한 3가지 이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에서
탁월한 비용
효율성

IBM Cloud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도출하도록
설계됨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유연성, 확장성
및 간편성

IBM® Cloud Object Storage.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 관리.
유연성

프로그래밍 가능

간편성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배포

Amazon S3와 OpenStack
Swift API를 사용하여 매력적인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

기존 스토리지보다
복잡성 감소, 저렴한 비용
및 간편한 관리

확장성

보안

페타바이트에서 엑사바이트
규모로 확장되므로 비용
효율적인 리포지토리 및
데이터 백업 솔루션 제공

캐리어급 보안:
저장 또는 전송 데이터
암호화와 디지털 인증서로
액세스 제어

Gartner는 객체 스토리지 핵심 기능 보고서의 분석,
아카이빙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사례 부문에서
IBM Cleversafe dsNet(IBM Cloud Object Storage)에
최고점 부여.4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객체 스토리지의 필요성: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스템과 서비스 통합' 보고서를 읽고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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