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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주요 특징

Arcserve UDP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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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오늘날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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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 의견: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1/3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비용, 
복잡성 및 기능 만족도의 이유로
인하여 백업 솔루션을 교체 할 것이다.”

Source: Gartner, “Magic Quadrant for Enterprise Backup/Recovery Software”, Dave Russell, Pushan Rinnen, 5 June 2013



산업계의 오늘날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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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만족성

비용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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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가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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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차 세대

BACKUP

위험도 줄임

복잡성 줄임

역량도 향상

UNIFIED DATA 

PROTECTION



Who we are – Arc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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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직원

7,300 파트너

43,000 고객

Eric Burgener, Research Director, IDC’s Storage Practice.

“지난수년간두자리성장매출을이루어낸 Arcserve는글로벌독립회사로
출범한지금,투자에힘입어서보다더욱성장을가속화할것이다”.



데이터보호의 트렌드: 단순 제품 중심에서 기능

*Source:  Gartner, “Forecast: Enterprise Software Markets, Worldwide, 2010-2017, 4Q13 Update”, Laurie F. Wurster et al, 13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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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통한 고객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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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비즈니스 요구: 데이터보호를 위한 A ~Z까지의
통합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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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복구지점

장애시점에 필요한 DR

주 일 시간 분 초 분 시간 일 주

목표복구시간

시간

전통테이프백업 이미지백업 실시간복제/HA 이미지복구 전통테이프복구 클라우드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근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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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과거

▪ 파일기반 보호

▪ 관리 운용 중심

▪ 멀티 포인트 솔루션

▪ 클라이언트 부하

▪ 테이프 백업

▪ 복잡한 콘솔

▪ 가상화 일부 포함

▪ 복잡한 스크립트

▪ 프로페셔널 서비스

현재/미래

▪ 이미지, 블럭단위

▪ 복제 연동

▪ 에이전트 & 에이전트리스

▪ 통합 플랫폼

▪ 단순한 아키텍처

▪ 아카이브를 위한테이프

▪ 구성 및 관리 용이성

▪ 가상화에 최적화

▪ 웹 기반의 유연성

>

비용절감

복잡성의
단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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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erve UDP 주요 특징

Arcserve UDP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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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역

성능

▪ 파일 수량에 무관한 백업 성능을 제공하는 이미지 백업

▪ 최초 전체 백업 이후 변경 블록 만을 백업 (Infinite Incremental)

▪ 백업 성능을 높여주는 소스 레벨 중복 제거

▪ 물리 / 가상환경에서 하드웨어 스냅샷 지원

가상화

▪ Guest OS(VM)에 에이전트 설치 없이 백업 구성

▪ VMWARE, MS HYPER-V, Citrix, Redhat Virtual Server, Oracle Virtual 등 가상화 환경 지원

▪ P2V, V2P, V2V 마이그레이션 및 전환 지원

▪ 백업 이미지를 가상화 환경에서 바로 부팅

운영

▪ 마법사 기반의 백업 정책 설정

▪ 단일 백업으로 파일/디렉토리/BMR/메일/SQL/AD의 OU 단위 복구 지원

▪ 물리 / 가상화 / 복제 / 디스크 / 테이프 관리를 단일 콘솔로 관리

▪ 로컬 오피스와 방화벽 및 NAT 의 WAN 에 위치한 리모트 오피스 통합관리

▪ 역할 기반의 사용자 권한 관리

▪ 네트워크 및 백업 장치 의 효율성을 높이는 소스레벨 중복제거

비용 ▪ 물리 서버는 서버단위, 가상화 환경은 호스트의 CPU 수량 단위 라이선스

Arcserve UDP

Arcserve

• 스냅샷 기반의 이미지 백업 및 논리적인 복구(Granular Restore)

• 가상화 환경 및 물리 환경 지원

• VMware/Hyper-V/Citrix/KVM/Linux/Windows 운영 체제 지원

• P2V, P2P, V2P, V2V 지원

1식

솔루션 소개: Arcserve UDP

1. X86 기반의 물리 및 가상화 환경에 대한 백업/복구를 지원하며, 백업데이터 검증 방안 제시
2. 이미지 백업 후 논리적인 단위 복구 지원, 중복제거 백업 지원

Arcserve UDP 개요



Arcserve UDP 주요 특징: 백업

백업 설명 특징 (장점) 비고

운영서버에서 백업 장
치로 백업

데이터 직접 전송

• 1 Tier 구조의 백업 데이터 전송
• 백업 완료 후 운영서버는 백업 결과를

관리서버에 전송
• 관리서버 장애 시에도 OS 백업 진행 지
원

• 백업 장치로 직접 백업하여 백업 성능
향상

스냅샷 기반의
이미지 백업

• 운영서버 내부의 스냅샷 생성 후 스냅샷
이미지를 백업 장치에 전송

• 스냅샷 기반의 백업으로 백업데이터의
정합성 보장

• 이미지 백업으로 파일 백업 방식에 비해
백업 성능 향상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스냅샷 지원

영구 증분 /
중복제거 백업

• 최초 백업 이후에는 변경 블록만을 백업
• 백업 데이터 전송크기 감소로 백업 서버
및 네트워크 리소스 사용율 감소.

• 백업 데이터 전송크기 감소로 백업 시간
단축

중복제거 기능
기본 제공

운영서버

1. 스냅샷 생성

백업장치

2. 이미지 백업

운영서버 백업장치

백업 경로

관리서버

백업 결과 전송

운영서버 백업장치
변경블록 백업

주요 특징: 백업

1. 운영 서버의 CPU/Memory/Network 자원을 최소화하는 영구 증분 및 글로벌 중복제거 제공
2. 백업의 정합성을 지켜주는 스냅샷 기반의 이미지 백업



Arcserve UDP 주요 특징: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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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복구

1.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장애에 신속히 비즈니스를 복구 할 수 있는 BMR 지원.
2. 한번의 이미지 백업으로 부터, BMR/파일/디렉토리/AD OU/Exchange Message/Database 복구 지원

복구 설명 특징 (장점) 비고

BMR (Bare Metal Recovery)

• Booting CD 를 통한 OS 이미지 복구
지원

• 스냅샷 이미지를 복구하여 복구 정합
성 제공

• 이미지 레벨 복구로 복구속도 향상

이기종 BMR 지원

논리적
복구

파일/디렉토리
복구

• 별도의 파일/디렉토리 단위 복구를 백
업없이 백업 이미지로부터 파일/디렉
토리 복구

• 다른 서버로의 복구 지원

• 복구를 위해 Windows 탐색기와 연동
지원

• 백업 이미지 드라이브에 마운트 후 복
구 지원

논리적 장애 대비

AD의 OU, 
Exchange 
Message,

Database 단위
복구

• 관리자 실수에 의한 AD 사용자 및 사
용자의 속성 삭제/변경 시 해당 OU 및
속성 단위 복구 지원

• AD 환경의 논리적 장애에 대한 복구
편의성 제공

운영서버 백업 장치

파일/디렉토리
복구

Booting CD
BMR

NAS운영서버



Arcserve UDP 주요 특징: 복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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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복구 (계속)

1. 운영 서버의 장애를 신속히 복구 할 수 있는 Instant VM / Instant BMR  기능 제공
2. 장애 복구/개발/테스트/데이터베이스의 과거 테이블 복구 등에 활용.

복구 설명 특징 (장점) 비고

가상화 서버에 OS 즉시 복구

• 운영 서버의 백업 데이터를 VMware 
및 Hyper-V 의 가상머신으로 즉시 복
구

• 운영 서버의 변경 블록을 가상머신에
적용

• 운영 서버 장애시 가상머신을 이용한
업무 연속성 제공

• 개발 / 테스트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
블 단위 복구에 활용

DR 의 가상화 서버에 OS 즉시
복구

• 백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DR 센터에 복
제

• 운영 서버의 백업 데이터를 DR 센터의
VMware 및 Hyper-V 의 가상머신으
로 즉시 복구

• 운영 센터 장애시 DR 솔루션으로 활용
• 개발 / 테스트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
블 단위 복구에 활용

백업장치

가상머신

운영서버

가상화호스트

가상머신

운영서버

가상화호스트

백업장치

DR 백업장치



기능: Instant VM/BMR(Bare Metal Recovery) 지원

17

➢ 백업 이미지를 이용하여 Windows/Linux  VM의
즉각적인 복구 또는 재시작

➢ 최대 2분 안에 중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복원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

➢ 에이전트 기반 및 에이전트리스 백업
이미지로부터 복원 및 재시작을 지원(vSphere, 
Hyper-V )하며 물리서버로 복원도 지원

➢ VM 복원 과정에 대한 중앙관리

➢ Instant BMR 지원(로컬/원격지의 즉각적인
BMR지원하며 UDP 콘솔에서 관리)

Key Point

개요 Instant VM/BMR

1. Instant VM: 리스토어 없이 백업 이미지를 가상화 VM으로 즉시 생성하여 서비스 시작(약 2분 소요)

2. Instant BMR: BMR 프로세스 시작 후, OS/Data 리스토어 완료 전에 서버에 접근할 수있어서 서비스 시작(약 2분 소요)



Arcserve UDP 주요 특징: 관리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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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관리 편의성

1. 에이전트 설치 이전에 실질적인 중복 제거율 확인 툴 제공 / 실질적인 용량 산정 / 통합 리포팅 기능 제공
2.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고객을 위한 사용자 역할 기반 관리 / 손쉬운 설정 마법사 기능 제공

• 사용자 친화적인 GUI 및 MSP, 3rd party 를 위한 API 및 CLI  제공
• 실질적인 용량 산정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백업 시스템 산정



Arcserve UDP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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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의 통합

▪ 이미지 백업, 테이프, 클라우드, 가상화, 물리
서버, 전역 중복 제거

▪ 모든 핵심 데이터 보호 기술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

사용 편의성

▪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데이터 보호
▪ 마법사 기반 설정
▪ 라이선스, 에이전트 및 정책 배포, 설정의

편리성

뛰어난 복구 능력

▪ RPO / RTO 개선
▪ 복구 테스트를 지원하여 장애 시 확실한

복구 능력 제공
▪ 백업 이미지를 가상화 서버에서 곧바로 부팅
▪ 직관적인 리포트 및 로그 뷰어

서비스 제공자
친화적

▪ MSP 기능 제공
▪ 3rd Party 를 위한 API 및 CLI 제공

▪ 윈도우즈 및 리눅스 CBT 드라이버
▪ 전역 중복 제거
▪ Tape 지원
▪ D2D2T 지원

▪ 사용자 중심의 UI
▪ 고객사를 통해 검증된 기술 적용

▪ VMware & Hyper-V 등의 가상화 친화적
▪ Application databases (Exchange, SQL etc.)
▪ Hardware Abstraction Layer (HAL)
▪ Bare Metal Recovery (BMR)

차별점 특징 핵심 기술



Arcserve UDP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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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 PRIVATE / ARCSERVE CLOUD

전역 중복제거

REMOTE OFFICE / BRANCH OFFICE PRIMARY SITE

DR SITE / MSP DATACENTER

백업 to CLOUD
원격지 가상 서버에서 부팅 전역 중복제거

테이프 백업

물리 서버/ VMware/ Hyper-V

백업데이터 복제

P2V 마이그레이션
워크스테이션 보호
REMOTE OFFICE 보호

BMR
백업 이미지를 가상/물리 서버에서 즉시 부팅

통합 관리

WAN 복제 최적화

자동 DR / 자동 복구 테스트

NEW



Arcserve UDP와 가상화 환경

심사위원들은 “Arcserve가 가상화 환경에서 백업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고객이 가장 요구되는 기능을 가진 제품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평함



항목 내용

적용 분야 S전자 Windows 서버의 OS 백업 및 복구프로젝트로 물리서버를 MS Hyper-V, 가상화 백업

기대 효과
물리서버의 가상화 환경으로 P2V를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하며, 가상화 환경에서 온라인 VM 백업 후 OS 
및 데이터 복원을 원할하게 하며, OS 백업과 데이터 백업의 이원화 운영에서 단일 운영으로 전환하여
도입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적용 제품 Arcserve UDP: OS 및 가상화 전문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

적용 대상 Windows Server 400대, MS Hyper-V 호스트 32대, MSCS 대상

특징 Windows(P2V), MS Hyper-V CSV, P2V Migration

경쟁 대상 Acronis Backup & Recovery, Symantec SR(System Recovery)

22

고객사례: S 그룹사(S 전자 Cloud System)



항목 내용

적용 분야
S전자를 제외한 S 그룹 계열사 Windows /Linux 서버의 OS 백업 및 복구프로젝트로 물리서버, VMWARE,
MS Hyper-V, 가상화 백업

기대 효과
물리서버의 가상화 환경으로 P2V를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하며, 가상화 환경에서 온라인 VM 백업 후 OS 
및 데이터 복원을 원할하게 하며, OS 백업과 데이터 백업의 이원화 운영에서 단일 운영으로 전환하여
도입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적용 제품 Arcserve UDP: OS 및 가상화 전문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

적용 대상 Windows Server/Linux(Redhat, CentOS) 250대, VMWARE 호스트 6대, MS Hyper-V 호스트 3대

특징 Windows(P2V), VMWARE, MS Hyper-V CSV, P2V Migration

경쟁 대상 Acronis Backup & Recovery, Symantec SR(System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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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S 그룹사(S 전자를 제외한 Cloud System)



항목 내용

적용 분야 K 통신사의 주요 업무인 유/무선 고객 대응 및 통합 빌링 시스템의 운영체제 백업 및 복원

기대 효과
해킹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주 센터 운영서버의 운영체제 장애 시 신속한 복원을 제공하며, DR 센터
구축을 위하여 운영 서버의 운영체제를 백업하여 DR 센터 서버에 운영 체제 마이그레이션 및 최신
버전을 유지

적용 제품 Arcserve UDP: OS 및 가상화 전문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

적용 대상 Linux(Oracle Enterprise Linux, Redhat, Suse, CentOS), Windows Server

특징 OVS(Oracle Virtual Server), 가상 VM의 PVM, LACP 구성, Physical Server

경쟁 대상 Acronis Backup & Recovery, Symantec SR(System Recovery), SBadmin, CommVault, Net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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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K 통신사(기간업무, Linux/Windows)



항목 내용

적용 분야
3.20 해킹 사태 등 사외 혼란을 유발하는 보안사고에서부터 개인정보 유출 들 해커의 활동이 점차 조직화
되면서, NPS 시스템은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외부 사이버테러 공격 및 전자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강화 필요하여 X86 서버 대상의 OS 백업

기대 효과
전산망 마비 등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백업체계를 보강하고 X86서버(Windows, Linux) 및 가상화 서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기반 환경 구축

적용 제품 Arcserve UDP: OS 및 가상화 전문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

적용 대상 Windows/Linux Server 149대, VMWARE 호스트 11대

특징 Windows(P2V), VMWARE

경쟁 대상 Acronis Backup & Recovery, Symantec SR(System Recovery), Z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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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NPS(공단, Linux/Windows/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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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종근당 구성 사례
EMC Networker   Arcserve UDP 

▪ 점진적으로 Arcserve UDP로통합구성

▪ 향후 Arcserve UDP 를통해 DR 까지구성계획

본사 (서울)

TAPE

BACKUP

RECOVERY

POINT SERVER

WINDOWS

OR LINUX 

SERVERS

PHYSICAL OR

VIRTUAL 

SERVERS

CENTRALIZED

MANAGEMENT

연구소 (용인)

공장 (천안)

LAB File Server

RECOVERY

POINT SERVER

RECOVERY

POINT SERVER

WAN OPTIMIZED

REPLICATION

Arcserve UDP 도입후

▪ 백업관리가매우심플해짐.

▪ 시스템복구에대한부담감이줄어듬.

▪ 백업본에대한원거리소산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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