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성을 위한 백업 및 복구
IBM 클라우드의 Veeam을 통해 IBM 클라우드 IT 서비스, 앱 및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가용성 격차 완화
오늘날 IT 의사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동 시간 및 복구
서비스 수준과 사용자와 파트너들이 기대하는 가동 시간 및 복구 서비스
수준 간의 차이인 가용성 격차를 알고 있습니다. IBM 클라우드와 Veeam
를 함께 사용하여 가용성 격차를 줄임으로써, IT 서비스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복구에 대해 계속 증가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솔루션 특징

쉬워진 가용성

데이터 손실 방지
응용 프로그램 인식 이미지 기반
백업을 통해 완벽하고 일관된 백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로드
밸런싱을 통해 고성능 및 빌트인 복제
가능

Veeam은 IBM 클라우드 플랫폼의 통합 백업, 복구 및 복제를 통해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의 가용성을 활성화합니다. Veeam
Availability Suite는 IBM Cloud VMware vSphere 및 Microsoft Hyper-V
워크로드의 빈번하고 효율적인 백업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IBM 클라우드 호스팅 백업 리포지토리를 통해 유연한 복구를 제공합니다.
Veeam은 다음 사항을 IBM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포하고 제공합니다.
• 신
 속한 에이전트리스 이미지 기반 백업
• 전체 VM, 개별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항목의 복구
• M
 icrosoft Exchange, SharePoint 및 Active Directory에 대한 항목
수준의 복구와 eDiscovery
• Oracle 및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수준 복원
• 모든 백업 및 복제본의 자동 테스트 및 보고
• 백
 업 및 복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 모니터링
및 경고

고속 복구
인스턴트 VM 복구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원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
특정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항목을
신속하게 복구

검증된 복구성
자동 백업과 복제본 테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모든 파일, 응용 프로그램
또는 가상 서버의 복구 보장
데이터 활용
개발/테스트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
환경의 격리된 복사본을 신속하게
생성하여 백업 수행
완벽한 가시성
문제가 작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전에 이를 찾아내는 Veeam 백업
인프라 모니터링 및 경고

ibm.com/cloud/veeam을 방문하시거나 IBM 클라우드 상담사에게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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