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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Stor

PSPACE Technology

TM

IfsSync Edition
전체 PC에서 보호가 필요한 파일만 실시간으로 쏙쏙
간단하게 설정하고 자동으로 실시간 백업하는
간편한 PC 실시간 백업 솔루션
사용자의 실수, 디스크 장애에 따라 PC의 파일은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십 ~ 수백대의 PC의 파일을 어떻게 간단하게 보호할까요?
InfiniStor

TM

생산성 저하없는
회사 전체 PC의
실시간 파일 백업 및 보호
•

용 : Windows / Linux / Mac

IfsSync Edition(이하 IfsSyncTM)은 중앙에서 간단하게 글로벌 백업 설

별 글로벌 설정 지원

정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회사 전체 PC에서 보호가 필요한 파일만 실시간으로 안전하
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Windows / Linux / Mac 장비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실시간으로

•

백업 가능합니다. 또한 랜섬웨어 및 악의적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무단 삭제 및 위∙변조
도 InfiniStor

TM

에서 지원하는 DR 백업 기능을 통해 추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앙 백업 정책 설정 및 일괄 적

운영체제별 최소한의 부하로 실
시간 파일 업데이트 감시

•

화이트 / 블랙 리스트 기반 다양
한 백업 대상 필터링 옵션 지원

간편한 백업 정책 설정

부하없는 실시간 백업

•

•

•

중앙 백업 정책 관리 지원 : 운영
체제별 최적화된 글로벌 설정

Mac)별 최소한의 부하로 실시

특정 드라이브 및 폴더의 하위

간 파일 오퍼레이션을 감시하도

전체 파일에 대한 업데이트 감시

록 최적화

설정
•
•

•

소한의 부하로 백업 파일 업로드

리스트 지원 (확장자 기반)

가 가능한 REST 기반 클라우드

백업 대상 제외를 위한 파일 및

스토리지 서비스 API 활용
•

이고 유휴한 시간에 백업 파일을

활용)

일괄 업로드하는 설정 지원

Thin-Provisioning 기반
100% 디스크 자원 활용

•
•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백업 처리
능

백업 스토리지 서비스 외 일반
NAS 서비스에 동시 사용 가능

드 스토리지 서비스 API를 통해
구현

하드웨어 사양 (최소)
노드 구성 : 단일 스토리지 노드
CPU : Xeon E3-1220 V6
RAM : 16GB
DISK : 2/4TB NL-SAS HDD 4개
Network : 1 / 10 Gbit Ethernet

프로세스의 세부 옵션 최적화 가

다재 다능 백업 스토리지

•

업무 시간의 네트워크 부하를 줄

렉토리 경로 및 파일 이름 규칙
•

실시간 백업에 최적화된 클라우

일반 스토리지 서비스와 달리 최

백업 대상 필터링을 위한 화이트

디렉토리 블랙 리스트 지원 (디

•

운영체제(Windows / Linux /

•

랜섬웨어 피해 복원 지원
•

원격 동기화 기능(이하

Raid 및 노드가 복제 기반 데이

InfiniDRTM, 추가 구성)을 통해

터 보호

랜섬웨어 피해 복원 지원 :

서비스 무중단 스토리지 용량 및

InfiniDRTM 기반 데이터 이력 관

성능 확장 지원

리를 통해 파일 복원 가능

하드웨어 사양 (권장)
서버 구성 : 메타데이터 서버 2대
데이터 서버 3대 이상
CPU : 8 cores
RAM : 16GB+
DISK : 12+ HDDs / Node
Network : 1 or 10 Gbit Eth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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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원격 설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디스크의 특정 또는 전체 파일을 실시간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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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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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적화된 실시간 파일 업데이트 감시 / 필터링 / 백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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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le 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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