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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abi 란?
Wasabi Technologies에 대해서

Wasabi 테크놀리지즈는 Hot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사업
자로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구사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전문가 입니다. 경쟁회사보다 저렴하고 높은 성능으로 솔
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rbonite의 공동창설자인David Friend와 Jeff Flowers에 의해
설립된Wasabi 테크놀리지즈의 사명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전기
와 같이 간단하며 개방표준의 상품으로 생활필수서비스로 하는 것
입니다.

Hot 클라우드 스토리지란?

Wasabi Hot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다양한 스토리지 용도를 위해 비용
대효과가 아주 높고 고성능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읽
고 쓰는 속도가 빠르며 신속히 보관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Wasabi Hot 스토리지는 거의 대부분의 클라우
드 스토리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유니버셜 스토리지로 설계되어
스토리지를 간단하게 제공합니다.
Hot clou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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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한 점은 물론 단일 사이즈로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적합하며 혼란을 불러일으킬 서
비스 계층을 제거하여 대부분의 스토리지 요구사항
을 만족합니다. Hot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비용은 종
래의 콜드 스토리지보다 큰폭으로 낮으며 종래의 클
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빈번히 접근하는 스토리
지서비스보다 고속입니다

스토리지 계층의 삭감

혼돈하기 쉬운 스토리지 계층과 복잡한 요금 체계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달리 Wasabi Hot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구조와 실장이 아주 간단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경제적인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알기 쉬운 요금설정의 Wasabi
는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Wasabi는
Amazon S3의 API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백업툴이나
복구툴등의 귀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S3스토리지관리 어플리케이
션은 Wasabi와 원활하게 연계됩니다.

최적의 요금, 성능과 보호
Wasabi는 다른 경쟁사의 요금
보다 80% 저렴하며 고속으로 출
력과 API요청은 무료입니다. 또
한 Wasabi Hot클라우드 스토리
지의 불변 버켓은 데이터 손실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부터 지
켜줍니다.

요금

성능

보호

Amazon S3 호환성

Wasabi는 Amazon S3 API와 완전한 호환성이 있습니다. 즉, 백업툴이나
복구툴 등 기존의 모든 S3 스토리지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Wasabi와 원
활하게 연계됩니다.

간단한 설정

Wasabi의 스토리지는 놀라울 정도로 사용하기 쉽고 어카운트를 수초
만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S3와 같이 웹콘솔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버켓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저설정이나 접근정책을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호스트 플랫폼을 위한 S3호환 스토리지클라이언
트를 폭 넓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드라이브와 같이 드래그앤드드
롭의 간편하고 편리하게 화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
니다.

넓은 용도

저렴하고 고속의 게다가 신뢰성도 높은Wasabi는 폭 넓은 어플리케이션
에 최적입니다. 몇가지의 예：
• 멀티클라우드스토리지 Amazon S3의 1/5의 요금으로S3스토리지
의 두번째 복사를 보존
• 하이브리드스토리지 온프레미스스토리지 투자를 보호하고 확장
• 빅데이터와IoT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스토리지에 입출력가능

• 규제 준수 모든 단계의 암호화와 불변 버켓으로 엄격한 정부기관의
규제를 준수

•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획기적인 성능과 경제성으로 비디오 라이브
러리를 보존
• 비디오아카이브 미래에 행해질 검색과 재생을 위해 다양한 비디오
를 보존

Wasabi 란? Wasabi Hot 클라우드 스토리지 개요

파격적인 요금모델

저렴한 가격’을 넘어선 파격적인 요금하며 간단하고 예측이 가능한
Wasabi의 요금 설정은 경쟁 업체를 압도하고 시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두 구입 모델에서 귀사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성능

Wasabi의 선구적이고 고도로 병렬화 된 시스템 아키텍처는 경쟁 스토리
지 서비스보다 읽기 / 쓰기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Wasabi가 사용하는 전용 파일 시스템 는 Amazon S3에 비해
효율적이고 고성능을 구현합니다. 최근의 성능 테스트에서는
Wasabi 는 쓰기 (PUT) 유스 케이스의 대부분에서 S3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 Wasabi의 종량 과금 pay-as-you-go 모델은 매월 청구 모델에서
고객의 데이터 요구에 맞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 Wasabi 예약 용량제 스토리지 Reserved Capacity Storage
RCS하여 온 - 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의 전환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귀사가 온프레미스 하드웨어 스토리지 및
그 지원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Wasabi 5 년간의 RCS 예약
용량 제 스토리지 요금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 RCS 예약 용량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1 년, 3 년 또는 5 년 단위
로 구입할 수 있으며, 기간 및 용량에 따라 크게 할인 받을 수 있
습니다.
• Amazon、Google、Azure와는 달리 스토리로 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위한 추가요금(출력요금)은 없습니다. 또, PUT, GET,
DELETE 및 그 외의 API요청에 대한 추가요금은 들지 않습니다.

요금 비교: 연간 스토리지 비용 1 PB 데이터1

강력한 보호

Wasabi Hot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데이터의 내구성, 무결성, 보안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mazon S3 Standard와 동일한
99.999999999 %의 오브젝트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불변 버킷 또는 불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우발적 인 삭제 및 관리상의
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악성 코드, 버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HIPAA, FINRA, CJIS 및 기타 정부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또한 활성 무결성 검사 (90 일마다 데이터를 검증)을 통해 데이터를 영구
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다음의 단계로

• WASABI 테크놀로지즈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요금 성능 및 보호 등에 관하여 부담없이 연락해주십시오.
또는

• 1TB까지의 30 일 무료 평가판을 사용해보십시오. TRY WASABI
FOR FREE.

보존된 데이터및 컨텐츠를 매년 30퍼세트 다운로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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