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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B동 801, 13486
Tel 031-8018-7260
www.datasoft.co.kr

Fax 031-8018-7270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 온 Leading Company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끌어 줄 성공 파트너데이타소프트는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멈추지 않을 데이터 엔진을 구축합니다.

THE BEST
SOLUTION
FOR
THE FUTURE

CEO MESSAGE

GLOBAL
BUSINESS
SOLUTION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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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FT PROFILE

안녕하세요.
(주)데이타소프트는 백업,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 클라우드,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입니다.

데이터 백업 솔루션 /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 /

개인의 역할과 능력을 존중하는 경영 철학 아래 업무의

고가용성 솔루션 / 재해 복구 솔루션 / 데이터 중복

효율성을 높이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제거 솔루션 / 기업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 클라우드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서비스 및 가상화 솔루션 등의 제품을 사용자의 요구에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더욱더 거듭날 것입니다.

맞게 설계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선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과 경쟁력
있는 기술력, 그리고 열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

뛰어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로 IT 솔루션 업계에서

가치를 토대로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데이타소프트는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뢰와 소통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전 현 경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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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RUNNER
IN THE MARKET
DATASOFT

2003년 02월
· Veritas Software Korea
공식 Premier Partner 계약
2002년 09월
· 주식회사 데이타소프트 설립

2015년 05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再)/중소기업청
2015년 07월
· (사)한국상용SW협회 임원사 등록
· 일학습병행제 실시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5년 09월
· VIP 정상 미국 순방 경제 사절단
참여 기업 선정/
산업통산자원부-KOTRA

2003년 04월
· SK C&C Business
협력사 등록

2014년 04월
· 여성기업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4년 08월
· 판교테크노밸리 Pre 1조 클럽
(상장예비기업) 회원사 가입
2014년 11월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가입
2014년 12월
· 벤처기업인증(再)/기술보증기금

2004년 06월
· 코오롱정보통신 Business
협력사 등록
2004년 08월
· IT여성기업인협회 등록

2013년 02월
· EMC Partner 계약
2013년 10월
· 전자, IT산업진흥 정부포상
(산업자원통산부 장관상 표창)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2013년 11월
· SW 산업인의날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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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FT PROFILE

One & Only

First & Best

(주)데이타소프트는 데이터 보안 및 백업,

(주)데이타소프트는 정직하고 성실한

스토리지, 시스템 관리 등 IT 솔루션 업계를

자세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며,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불편함 없는 최상의 환경을 선사합니다.

Passion & Pride

Trust & Responsibility

(주)데이타소프트는 남다른 열정과 기술력,

(주)데이타소프트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그리고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로 두며, 고객 여러분의 신뢰에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005년 04월
· ADIC Korea VAR Partner 계약
· 다우기술 & IBM Solution
Partner 계약
· IBM Partner 계약
2005년 10월
· 포스데이타 협력사 등록

2006년 01월
· Overland 공식 Partner 계약

2005년 12월
· 소프트웨어 사업자(SI 포함) 등록

2006년 03월
· LG CNS 협력사 등록

2012년 03월
·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여
2012년 05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중소기업청

2007년 06월
· 롯데정보통신 Partner 계약
2007년 11월
· SW 산업발전유공 정부포상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008년 08월
· 한국여성벤처협회 등록
2011년 03월
· 자본금 증자

2008년 11월
· Oracle Partner 계약

2011년 07월
· 본점 이전 (판교테크노밸리)

2012년 06월
· 벤처기업인증/기술보증기금

2011년 08월
· Symantec DLP 전문화
Partner 계약

2012년 07월
· 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 선정

2011년 12월
· VMware Partner 계약

2010년 01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0년 08월
· Quantum Partner
계약

THE WAY FOR
A POWERFUL
VALUE
DATASOFT

백업 솔루션
· 백업 시스템 도입 및 구축
· 가상화 백업
· 빅데이터 중복 제거 백업

클라우드 서비스
· 서버 / SAN Switch
· 클라우드 구축 컨설팅 및 서비스
· 망분리 구축

시스템 이중화

보안

· 시스템 상시 가용성 유지
·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 개인 정보 및 기밀 정보 보호 솔루션
· 외부 위협의 차단
· 내부 자산의 보호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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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Netbackup Appliance

Veritas Infoscale (구. Storage Foundation)

백업 솔루션

스토리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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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백업에서 백업 소산까지, End-To-End Backup Lifecycle 자동 관리

●	Offline 작업
(31시간 소요)

4

1차 백업

2차 백업

NetBackup Appliance

Application에
변경된 Path 적용

소산 데이터의
즉각적인 빠른 복구,
빠른 RTO

자동 백업 소산
AIR
(Automatic
Image
Replication)

●	Online 작업

일반적인 스토리지 재구성 및
마이그레이션 절차
	다운타임 발생

1

	Target
스토리지 연결

	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해서는 Target
스토리지의 구성 제약
	이기종 스토리지 간 이관 어려움

NetBackup Appliance

5

완료 후 스토리지 제거
Production Data Center

2

Automatic Backup DR

3

Target
스토리지에
대상 볼륨
생성

데이터 복제

즉각적 복구, RPO(Recovery Point Objective) 개선 사례
Tape Vaulting

Advanced Backup DR

X	Offline 작업
없음

4

원본 Mirror 제거

<Source>

●	Online 작업

	미러링을 통한 무중단 이관

1 	Target

<Source Appliances>

스토리지 연결
수작업 테이프 볼팅 (1일 1회)
모든 데이터 → 1일 1회

즉각적인 백업 DR (백업 Job 수행 후)
DB/File → 1일 1회
아카이브 File → 매 30분마다

베리타스 온라인 스토리지 재구성
및 마이그레이션 절차

	Target 스토리지의 성능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구성

AIR

	이기종 스토리지 간에도 지원
5

<Target>

완료 후 스토리지 제거

<Target Appliance>

2

RPO : 24 Hour

Sync

Better RPO : 30 Min
3

요구 사항
원격지 DR센터에서 백업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복구
백업 운영뿐 아니라 백업 소산 운영도 자동화 기반으로 운영
백업 소산 운영의 보안성 강화
백업 소산 운영/관리 비용 감소 방안 필요

Target
스토리지에
미러 추가

Mirror 간 Sync

해결 방법

요구 사항

적용 작업 환경 및 고려 사항

	백업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면 큰 비용 없이도 재난이나
시스템 오류 등 비상 상황에서도 대응하는 DR 환경 구축 가능
	자동 복제에 기반한 Advanced Backup DR이 해결 방법

	급격한 데이터 증가 및 성능 이슈로 기존 스토리지를
최신의 스토리지로 교체 결정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도입 효과

도입 효과

	원격지 DR센터에서 즉각적 데이터 복구 수행 가능
	(원격지 DR센터에서 복구를 위한 별도의 사전 작업 필요 없음 )
	자동 백업 이미지 복제 기능(Auto Image Replication)을 통한
백업 소산 자동화 운영

온라인상에서 운영 업무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 작업 수행
	업무 성능 저하 없이 마이그레이션 작업 완료
	배치 업무 시 일시 중단된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중단된
시점부터 이어서 마이그레이션 수행

	서버 환경 : 유닉스 서버 2대에 Oracle RAC
	스토리지 이관 대상 : A사 20TB 2대, 총 40TB
	신규 스토리지 : A사 30TB 2대, 총 60TB
	스토리지 간 LUN 크기가 다르고 공유 환경이어서 스토리지
복제를 통한 데이터 이관 불가
	배치 업무 시 이관 작업 일시 정지 필요
	채널 및 스토리지 성능 고려 시 약 31시간 업무 중단 예상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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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Infoscale Enterprise

Symantec DLP

가상 환경 이중화

기밀 정보 차단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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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유출

오프라인에서 기밀 정보의 유통 통제
CD/DVD Drives

USB Drives

	USB(이동식 저장 장치), CD/DVD, CF, 1394,
eSATA, 프린트 등

일반적인 이중화
내부 공유

Imaging
Devices

Printers

온라인에서 기밀 정보의 유통 통제

Bluetooth

	VM1에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장애
발생 시 VM2로 자동 페일오버 수행

	웹(http,https), 메일(smtp), 메신저(IM),
기타 파일 전송 수단(ftp 등)

다양한 경로로 유출

	제약 사항 : vMotion 지원 불가

Email, Web,
Cloud, SNS

기밀 정보

내부 사용자

기밀 정보 저장/보유에 대한 통제
	내부 업무를 통해 조회된 중요 정보의
개인 보유(PC)에 대한 검색 및 계도 또는 삭제

차별화된 이중화
단말 분실

Disk 분실

	VM1에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장애
발생 시 VM2로 자동 페일오버 수행
	VM1을 vMotion을 통해 ESX2로
	이동하여도 VM1에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장애 시 VM2로
어플리케이션 자동 페일오버 수행

Symantec SEP

	제약 사항 : 없음

통합 PC 보안 솔루션

세계 1위의 Anti-Virus 탐지
	31억 개 이상의 파일에 대한 평판 기술과 400개의
행위 탐지 기술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악성코드 차단
강력한 네트워크 보호

Symantec Endpoint Protection

	개인 방화벽 정책 설정 및 침입 차단(IPS) 패턴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악성코드 유입 차단
매체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요구 사항

해결 방법

	vMotion을 사용하면서도 기존 물리적 환경과 동일한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는 방안
	수많은 VM 상에 실행되고 있는 Application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자동 조치 방안

	vMotion을 사용하면서도 물리 환경과 동일한 이중화 환경 구축
	VM 내에 실행 중인 Application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조치되는 환경 구축

Anti-Virus

Personal
Firewall

IPS

Device
Control

App Control

NAC

	비인가 매체(USB, 블루투스, 이미지 장비 등)에 대한
차단/허용 및 인가된 매체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
통제
유연한 어플리케이션 통제
	Black List 방식 또는 White List 방식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
네트워크 접근 통제
	OS 패치 및 PC 보안 설정, 소프트웨어 자동 설치
등을 통한 사내 보안 정책 강제화 통제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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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PROVIDING
SEAMLESS
DATATIME

DB SYSTEM PLAN

A

모든 일에는 사전 설계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B

Start

데이타소프트는 솔루션 구축을 위한 맞춤 컨설팅부터
D-Day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맞춤 교육,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부터 철저한 사후 기술지원까지,
스마트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ROCES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

최적화 단계

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 제공
준비 단계

기존 장비 사양, 구입 시기 등

서비스 조건 결정

인프라 서비스 유지ㆍ보수 제공

현장 교육 및 세미나

현황 파악

서비스 범위 확정 (장비, 인력)

전문 PM 및 상주 인력 투입

중장기 운영 시 개선안 개진

통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