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비정형 데이터의 문제 해결

IBM Cloud Object Storage 솔루션
IBM Cloud Object Storage는 날로 증가하는 고객의 데이터 문제를 해결합니다
컨텐츠 저장소

파일 동기화 및 공유

액티브 아카이브

백업

HDFS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 API(S3, Swift, Simple Object) - 네이티브 HDFS - 파일 프로토콜(NFS/CIFS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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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또는 논리적 분산 SN(Shared-Nothing)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 물리적 또는 가상 x86 서버 기반

멀티테넌시

개

제로터치 암호화

15N의 데이터
지속성

엑사바이트 확장성 자가 해결 및 최적화

통신사업자급
가용성

운영 효율성

요
IBM Cloud Object storage는 웹 스케일 환경에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친 가장 혁신적인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여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

장

점
획기적인 비용 점감
초대용량 확장 지원

무중단 서비스 지원
고안정성 보장

관리 효율성 및 생산성 보장
강력한 보안 기능 제공

정부 공공 기관
생명과학 및 의료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적 용 분 야
금융 서비스
석유 및 가스

IBM Cloud Object Storage는 날로 증가하는 고객의 데이터 문제 해결
웹 스케일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의 선두 주자인 IBM Cloud Object Storage의 혁신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은
수백페타바이트 및 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면서
스토리지 비용을 80% 이상 줄이고 통신사업자급 보안, 9N의 안정성, 간소화된 스토리지 관리의 이점을 뛰어난 확장성과
함께 제공합니다.

Web-Scale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

컨텐츠 변환

물리적 분산

최적화되고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정보 분산 기술은 데이터를

조각들은 지리적 위치들에

완전한 데이터의 실시간 고가용성

암호화, 확장, 조각, 분산시킨다.

걸쳐 각 디스크,

보장 및 각 서버나 전체 사이트의

상용 하드웨어들에 분산된다.

다운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군
On-premises

Hybrid

IBM Cloud
Dedicated and Public

Flexible. Scalable. Simple.
고객이 관리하는

IBM이 관리하는 IBM Cloud

Standard : 빈번한 스토리지

On-Premise Appliance 또는

내의 스토리지 서비스

엑세스를 위해 성능을 보장하는 서비스

Software Defined Storage 제품

고객이 운영하는 On-premise와

Vault : 고객의 Data를 아카이브나 백업,

IBM Cloud 내의 스토리지

또한 자주 엑세스 되지 않는 데이터를

서비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

위한 서비스
CrossRegion : 고객의 데이터를 IBM의
해외 다른 DataCenter에 추가보관하여
데이터를 더욱 안정하게 보관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