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나 중복 제거되는  
완벽한 백업 솔루션
HP StoreOnce Backup
제품의 탁월한 성능을 만화 "원스"군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HP StoreOnce Backup

HP StoreOnce Backup은 하나의 기술로  

다양한 환경에 최적의 백업을 구현해 주는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합성, 민첩성, 효율성, 보안 기능을 모두 갖춘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차세대 백업 솔루션, HP StoreOnce Backup

지금부터 HP StoreOnce Backup에 대해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지니스 성장을 
완벽히 지원하는
업계 최고의 백업 & 복구 성능

효율적인 스토리지 확장, 
비용절감
원격지사부터 엔터프라이즈 
고객까지 적용되는 단일 또는 
스케일 아웃형 중복제거 솔루션

증가된 민첩성
어떤 장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 가능
단일 관리 화면, 4가지 배포방법

위험 감소
데이터 통합, 보안, 고가용성

StoreOnce: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백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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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화 테이프 백업은 너무 힘들어!

소희 씨
부산 지사에서  
백업 테이프 도착했으니까 
보관실에 넣어 둬.

아야야...

최악이다...
우우...

캬아아아아

백업이라면 
나한테 
맡겨둬♪

잠깐!
뭘 하려는 거야!?

앗!

원스~!

백업 때문에
고민이구나?

응?

괜찮아?
제대로 정리  
안 한 벌인가...

네,
 
알겠습니다.

백업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테이프가 
쌓여 있으면

지방 지사에는  
백업 안 된 서버가  
있다고 하질 않나...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을까...

보관실

정보 시스템 담당자
이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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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귀중한 
테이프를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백업용으로 
만들어진 좋은 디스크 장치가 있어!

빠르지, 안전하지, 
무엇보다 
작업이 간단해.

테이프처럼 일일이 
교체하지 않아도 돼!

확실히 테이프 교체는 
문제지만...

그...  
그래도

여러 개의 서버를 
하나로 합쳐서 백업할 
수도 있어.

이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한다는 거야?

용량 때문에 분명히 
다운될 거라고!!

헉...

걱정 마.

디스크에  
백업해 뒀어.

디스크에...

어

디스크에 복사하다니!! 비용도 
비싸고, 싼 외장형 디스크는 
언제 망가질지 모른다고!

용량? 
그것도 문제 없어.

중복 데이터를 하나만 
남겨두면 용량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

우선 데이터를 잘게 쪼갠 다음 
고유의 라벨을 붙이는 거야.

그런 다음 그 라벨을 
이용해서 이미 보관된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없는 데이터만
보관하는 거지.

A 있나?  

C 있나

B 있나?

있다

없다
전송해

있다

디스크 백업을 잘 
활용하면 테이프 백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네.

난 원스.

스토어 원스!?

스토어 원스라고 해!!

그런데  
넌 대체  
누구야?

대단하지?

하지만 몇 GB나 되는  
데이터를 일일이 중복 
검사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보통 하루에 쌓이는  
새로운 데이터는  
불과 몇 % 밖에 안돼.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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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백업데이터양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 백업할 때마다 
크게 증가

일반 백업

중복제거 백업

중복제거량

전체 증가량에 관계없이 
소폭 증가

전체 백업

백업데이터양

기존 테이프 방식

HP StoreOnce Backup

드라이브 1개당 1회 1건 처리
● 1회 1건을 빠르게 처리(LTO)

순차적으로 작업 처리

드라이브 수만큼 처리량 증가
(수를 늘려 속도를 높임)

● 
● 
   

하나의 대용량 백업을 
빠르게 처리

임의 읽기 및 쓰기가 
빠르며 병렬 처리가
가능한 HDD

연속 읽기와 쓰기가 
빠른 테이프(LTO)

시작

여러 서버에서 여러 백업을 동시에 처리
HDD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복원도 빠르게 진행

디스크는 여러 건 동시 처리
● 동시에 여러 건 처리 가능
● 1건 처리 시 속도 저하
● 여러 건 처리할 수록 성능 향상
   (기본 4건 이상)

동시 병행 처리

순차적 처리

완료

작업1
작업2

작업3
작업4

처리 시간

작업1~4

HP StoreOnce Backup은 데이터를 타사보다 작은 "청크"로 분할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을 더 많이 줄여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청크"라는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기호화

●   이 기호를 이용하여 이미 보관 중인 데이터와 비교한 후  

새로운 데이터만 보관

●  이 작업을 반복하여 새로운 "청크"를 저장 및 보관

●  매일 하는 백업에는 동일한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양을 감축

●  백업된 데이터는 디스크에서 장기간 보관 가능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후 보관하여  
스토리지 용량을 대폭 절감하는 기술

데이터를 작게 분할해서 동일한 데이터 중 

하나만 보관하는 거야.

중복 제거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면 디스크 스토리지를 

고성능 백업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중복 제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설명

일반적인 백업 환경에서는 전체 백업을 일일 및 주간 단위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체 백업 데이터가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백업 횟수가 늘어날수록 용량 절감 효과가  

높아집니다(아래 그림 참고).

테이프 백업과 디스크 백업의 차이는 비디오 테이프와 HDD 레코더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테이프는 한 개씩 사용해 녹화와 재생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만 HDD는 녹화와 재생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백업은 HDD와 마찬가지로 여러 백업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여 

단시간에 대량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든 HDD에서 항상 읽기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의 복원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 환경에서는  

여러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을 동일 서버로 통합하여 개별 백업을 진행합니다. 디스크 백업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중복 제거를 통한 데이터 용량 절감 효과

Backup 1

Backup 2

Backup 3

Backup n

HP StoreOnce

실제 저장된 데이터

테이프 백업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디스크 백업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

장점 1    전체 백업 및 복구 시간 단축

기다릴 필요 없이 단시간에 백업 완료 가능!  
가상화 서버 및 블레이드 서버 환경에 최적화된 백업 기술!

이제 "시간 내에 백업이 끝나지 않는 일"도 없고 

복원도 필요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설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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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네트워크로 백업할 수 있다는 건...

도와줘서 
고마워.

테이프 백업도 
소중하니까.

그런데 아까 데이터 
보관을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지?

그걸
잘 활용하면

와–

내 분신, 
즉 백업을 먼 곳에 
보내는 것도 가능해.

StoreOnce끼리는 
최소한의 백업 데이터만 
보내면 되니까,

즉…

재해 대책도 될 수 
있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재해 대책,  
이른바 BCP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너 보기완 달리 
똑똑하구나.

!

정말 빈틈  
없는 녀석...

이 날짜 부착  
잘못되어 있어.
다시 해야겠어.

아주 좁은 네트워크 
대역폭으로도 일일 백업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고 미디어 구입이나 

관리가 전혀 필요 없으니 오히려 이득이야.

고성능 전용 장치라면 비싸지 않아?

비용은 장비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신 HP StoreOnce Backup은 용량, 

성능 모두 크게 향상되어 기기 자체의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테이프에 

필수적이었던 테이프 미디어 구입 및 교체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교체 및 관리 작업이 없기 때문에 백업 작업 운영을 완벽하게 자동화하고 통합할 

수 있어 고객의 당면 과제 및 고민을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 2    자동화로 비용 절감

동시 처리 기능으로 성능 향상, 미디어 관리 불필요,  
하드웨어 비용과 백업 관리 및 운영 비용 모두 절감

백업 시간 단축에 운영도 자동화되니까 

가상화 환경이나 통합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 테이프 드라이브 기존 테이프 라이브러리
드라이브  ×  2

3TB / 미디어

※1
※2

매일 주 5회. 매주 월 4회 백업 작업 기준, 3개월 후 테이프 사용 개수는 20대/1일 ＋ 4 × 14대/1주 + 4 × 9대/1개월 = 112대/1년
중복 제거 비율 1/20 의 경우

～144TB

～320TB※2

～110TB※2

HP StoreOnce Backup HP StoreOnce Backup

더욱 향상된 성능 및 용량

LTO 5 × 2

미디어 교체 및 관리

  

비용 1/2 이하 

※1

StoreOnce
2700

미디어 교체 및 관리

비용  2/3

StoreOnce 4500

MSL4048 미디어미디어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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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화 전국에 있는 서버를 백업한다고?!

정리 끝. 고마워.

야호!

원스군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그건...

원스군
 아까 StoreOnce끼리면
원격지 백업도 된다고 했지?

맞아.  
StoreOnce가  
궁금해졌어?

으…  
응…

작은 지사 중에는  
서버 백업 시스템이  
없는 곳도 많아서 
말이야.

이 "Catalyst"라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

Catalyst?

Catalyst

Catalyst

이야- 
짜장면이다-

다…  
답례로  
밥 사줄게.

정말 보기 
편해졌네♪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WAN으로 전송할 수 있어 경제적인 재해 대책 실현 

원본 백업 데이터

소스(전송하는 곳)

대상(수신하는 곳)

데이터를 중복 제거한 후 
전송하여 데이터 용량이 작음

= 좁은 대역으로도 전송 가능
중복 제거 실행

WAN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보내니까 

좁은 대역의 회선으로도 가능해.

데이터를 원격지에 전송하려면 

네트워크가 좋아야 하지 않아?

HP StoreOnce Backup은 어플라이언스에서 데이터 중복 제거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다른 HP StoreOnce Backup으로 전송 및 복제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가의 전용 

회선이 아닌 일반 WAN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지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좁은 대역의 회선을 통한 복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테이프 사용 시 

물리적 미디어를 반송하고 교체하고 트럭으로 운송하는 데 들었던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HP StoreOnce Backup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전송만으로 자동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점 3   간편하고 경제적인 재해 대책

이걸로 원격지 자동 백업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로 고민했던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기존 테이프 방식

테이프를 매일, 매주, 매월트럭으로 운송

네트워크로 원격지에 자동 백업

최소 데이터를 
좁은 대역폭으로 
전송

HP StoreOnce Backup

테이프는 미디어를 외부에 보관 가능
● 보안 및 재해 대책이 세워진 안전한 외부 장소에 미디어 카트리지 보관 가능
● 보관에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비용이 절감됨

디스크는 미디어를 반송할 필요가 없음
● 미디어 교체 또는 반송의 번거로움 없이 데이터를 다른 장소로 

전송 가능
WAN

설명

12 13



14 15

Catalyst는  
백업 소프트웨어와  
통합된 건데

StoreOnce의 "중복제거", 
즉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고유의 라벨을 붙이는 기능을 
데이터의 소스 서버에서 
처리하는 기술이야!

지금까지 넓은  
대역의 회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각했었는데...

일반 회선으로도 
가능하다면  
지사 서버에서  
본사 StoreOnce로  
백업할 수 있겠네!

맞아!

국내... 아니 전 세계
"어디서나 중복 제거"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니,  
잠깐!

왜...  
왜?

보안은
문제 없는 거지?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하고 보관할 때도 
암호화되기 때문에 안전해!

무... 물론이야...

하지만 
비싸지?

역시 빈틈없는 
녀석.

StoreOnce는 

소프트웨어 버전도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뭐야,  
의외로 
걱정쟁이구나.

우와!
일반 서버에도 

“중복제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네트워크를 통해 라벨 
이름을 StoreOnce로 
전송해서

그런 다음 필요한 
데이터만 압축해서 
StoreOnce로 
전송하는 거지.

그 말은 이것도 
최소한의 데이터만 
백업할 수 있다는 거네.

백업이 필요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대단하지♪

A 있나?

B 있나?

있다

없다

알았다

Catalyst



혁신 기술 1   "어디서나 중복 제거" HP StoreOnce Catalyst

HP StoreOnce Catalyst를 사용하면 백업 구성 시 장소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LAN/WAN 네트워크를 통해 HP StoreOnce Backup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무실 및 지사의 백업 데이터도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 지점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중앙 센터에 데이터를 백업하면 원격 관리자 없이도 자동으로 매일 신규 데이터가 

전송되고 중앙에서 통합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지에서 중복 제거를 수행하여 적은 양의 데이터를 직접 대상에 전송!

애플리케이션 서버 백업 서버

Data Protector
(에이전트)

Oracle RMAN

Data Protector
(에이전트)

Oracle RMAN

Data Protector
(에이전트)

Oracle RMAN

단 하나의 기술로
어디에서 어디로든,
어디서나 중복 제거 가능

원본 데이터 수집 대상

WAN

백업 데이터 센터
(본사 또는 외부)

HP StoreOnce  Backup
어플라이언스

중복 제거된 
데이터

중복 제거된 
데이터

중복 제거된 
데이터

● 지점별 백업 관리 업무를 없애고 통합 관리하여 운영 비용 절감

좁은 대역의 회선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유연한 구성 가능
여러 지점에 대한 재해 대책으로 효과적인 솔루션

● 
● 

HP StoreOnce  Backup
어플라이언스

원격지(지사)

원격지(지사)

백업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원격지(영업소, 출장소)

소프트웨어 중복 제거
● 대상 스토리지의 제약이 적고 유연
● 데이터 전송지에서 중복 제거하여 효율적
● 소프트웨어 처리로 과도한 서버 부하
● 서버 장애 시 위험

차세대 통합형 중복 제거

● 어플라이언스와 서버에서 분산 처리

● 데이터 전송지에서 중복 제거하여 효율적

● 부하 높은 작업은 하드웨어에서 처리

●  전용 하드웨어 장치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어플라이언스 중복 제거

● 하드웨어로 빠르게 처리

●  전용 하드웨어 장치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 어플라이언스 간 데이터 복제 가능

●  중복 제거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여 넓은 
 대역폭의 네트워크가 필요

서버와 백업 장치 각각의 장점을 이용해서

작업을 분산 처리하는 원리야.

어디서나 중복 제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야?

서버는 부하가 낮은 전처리를 수행하고 HP StoreOnce Backup 어플라이언스는 부하가 높은 데이터  

비교 작업 및 최종 보관 처리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비교 후, 기존에 보관되지 않은 신규 데이터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같은 시간 내에 수 배에 달하는 백업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 StoreOnce는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에서 중복 제거를 모두 처리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한 곳에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백업 소스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중복 

제거가 되지 않아 서버 간 넓은 대역폭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백업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서버의 

처리 성능이나 신뢰성에 따라 중복 제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HP StoreOnce 

Catalyst는 이 두 개의 "장점만 취한" 기술로 백업 소프트웨어와 HP StoreOnce Backup 어플라이언스를 

통합해 각각 역할을 나누어 중복 제거를 수행합니다.

장점만  
선택

통합

HP StoreOnce Catalyst는 백업 소프트웨어 HP Data Protector, Symantec NetBackup 및  

Backup Exec을 지원 및 통합하여 중복 제거를 수행합니다. HP Data Protector를 이용하면 에이전트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중복 제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acle RMAN과 통합된 직접 백업도 

지원합니다. 데이터 전송지에서 중복 제거를 수행하기 때문에 백업 운영 및 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의 의미가 이해되나요?  

Catalyst를 이용하면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백업할 수 있어요!

어플라이언스(대상)에서 중복 제거 시

HP StoreOnce Catalyst에서 분산 중복 제거 시(작업 일부를 분산)

소스 어플라이언스(대상)

세분화 기호화 비교 압축 보관

데이터 전송 서버(소스) 어플라이언스(대상)

세분화
기호만 전송

중복 제거된 데이터
보관

버퍼

기호화

압축

비교

● 가장 부하가 높은 데이터 비교 작업은 하드웨어에서 
처리

데이터 수신지(대상)에서 데이터 전체를 안전하게 보관

데이터 전송지(소스)에서 데이터 양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전송

● 
● 

여러 지점의 백업 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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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나?

이봐,  
소희 씨.

으... 응

다행이다!
정신이 들었어.

별일 없어 
다행이야.

저...

부장님 테이프 보관하러
간 사람이 하도  
안 오길래 걱정했네.

응?

StoreOnce예요.

StoreOnce.

스토어 원스!

소희 씨,  
갑자기 왜 그래?

테이프에 머리를 
다쳐서 이상해진 거 
아냐?

어디서나 중복  
제거할 수 있다고요!

맞아, 나라면  
산더미 같은 테이프도  
없앨 수 있지!

Catalyst도  
대단하다고요. 

아..알았으니까,  
소희 씨,  
제발 진정해!

응! 전용 하드웨어 없이 똑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 환경에 안성맞춤이지!

일반 서버를 정말 StoreOnce처럼 사용할 수 있어?

VSA에서 StoreOnce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복사하면
재해 대책도 돼요!

설명 혁신 기술 2   소규모 환경 및 원격지를 위한 VSA

소규모 환경이나 원격지 등에서 전용 장비를 도입하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의 HP StoreOnce를 이용해 보세요. 이 제품은 HP StoreOnce 하드웨어 제품과 동일한 

특징 및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로, 서버에 설치한 후 서버 CPU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전용 장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필요!! VSA 활용 사례

60일 평가판 라이센스 이용 가능
www.hp.co.kr/freeStoreonceVSA

HP StoreOnce VSA 특징
●  중복 제거 백업 기능을 하이퍼 바이저에서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제공

● HP StoreOnce와 동일한 기능 기본 제공

- 중복 제거/좁은 대역폭을 이용한 복제

- HP StoreOnce Catalyst 통합형 중복 제거

● HP StoreOnce Catalyst 통합형 중복 제거

HP StoreOnce VSA

하이퍼바이저

서버 리소스를 활용하여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

VSA 소프트웨어가 중복 제거 백업 장치로 작동

VMware, Hyper-V 지원

하이퍼 바이저 호환 서버에서 모두 사용 가능

서버 스토리지 사용 가능

※ VSA: 가상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x86 서버

지사/원격지 중소 규모 사용자 환경 중소 규모 사용자 환경

HP StoreOnce VSA

HP StoreOnce VSA

StoreOnce 어플라이언스 어플라이언스

또는

StoreOnce 

가상 머신 가상 머신
10TB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서비스

HP StoreOnce VSA

HP StoreOnce VSA

VM 백업 
서버

가상화된
서버 환경

10TB 10TB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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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제품 사용 시 함께 첨부된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물, 습기, 그을음 등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고장, 감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2014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이 문서의 모든 내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P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된 간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HP는 이 문서의 기술적 또는 편집상 오류와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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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toreOnce Backup 스토리지 모델 안내

소 규 모 환 경 이 나 원 격 지 사 용 으 로 
최대한 비용을 낮춘 모델

가상 머신에서 중복 제거  

및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HP StoreOnce VSA
사용 가능 용량 최대10TB※1

백업 총 용량 200TB※2

최대 전송 속도 500GB/시간

최대 복구 속도 VSA - 225 GB/hr

HP StoreOnce 2700 Backup
사용 가능 용량 5.5TB

백업 총 용량 110TB※2

최대 전송 속도 3.7TB/시간

최대 복구 속도 2700 - 700 GB /hr

1U 공간 절약형  

엔트리급 모델

2U-4U

미드레인지급 모델

2U-16U

미드레인지급 모델

7U-12U

엔터프라이즈급 모델

1-2 48.26cm(19인치) 랙

다중 노드 하이엔드급 모델

사용 가능 용량 16~124TB

백업 총 용량 320~720TB※2

최대 전송 속도 9.9TB/시간

최대 복구 속도 4500 - 3.5 TB/hr

HP StoreOnce 4500 Backup

사용 가능 용량 20~160TB

백업 초용량 400TB-3.2PB※2

최대 전송 속도 22TB/시간

최대 복구 속도 4700 - 9.0 TB/hr

HP StoreOnce 4700 Backup

사용 가능 용량 36~432TB  

백업 총 용량 720TB~8.6PB※2 

최대 전송 속도 22TB/시간

최대 복구 속도 4900 - 10.1 TB/hr

HP StoreOnce 4900 Backup

사용 가능 용량 72~1,728TB

백업 총용량 1.4~34PB※2

최대 전송 속도 139TB/시간

최대 복구 속도 6500 - 75.2 TB/hr

HP StoreOnce 6500 Backup

자세한 제품 사양은 HP StoreOnce 카탈로그 또는 제품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공식 사이트  www.hp.co.kr
제품 및 구입 문의  www.hp.co.kr/store 080-703-0700
HP 고객지원센터  www.hp.co.kr/support 1588-3003

※1  하드웨어는 별도 판매됩니다.       
※2 20:1의 중복 제거 비율은 중복 제거 전 백업 데이터 용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3  에너지 소비 효율은 에너지 절약법에서 규정한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된 소비 전력을 해당 법에 명시된 기억 용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소규모 환경 및 원격 지사용 모델

중간 규모 통합 환경용 모델

대규모 통합 환경용 모델

대규모 통합 환경 및 데이터 
센터용 고밀도 모델

대규모 통합 환경 및 데이터 
센터용 하이엔드급 고가용성 모델

빠른 시간 안에 백업 및 복원은 물론, 관리가 쉽고 편리한 스토리지를 원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