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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볼트코리아-한국레노버, 백업 어플라이언스  

LC-2500, LC-4000, LC-9000 공동 출시 
 

 컴볼트코리아-한국레노버, ‘레노버 System x3650 서버’와 ‘컴볼트 데이터 플랫폼(Commvault 

Data Platform)’을 결합한 백업 어플라이언스 LC 시리즈 추가 출시 

 기존에 선보인 LC-3000과 LC-6000에 LC-2500, LC-4000, LC-9000 총 3종을 추가로 선보이며 

고객들의 선택권 확대 

 

2016년 12월 27일 – 데이터 보호 및 정보 관리 전문 기업 컴볼트(www.commvault.com, 지사장 

매튜 존스턴)는 오늘, 한국레노버(대표이사: 강용남, www.lenovo.com/kr)와 공동으로 백업 어플라

이언스 LC 시리즈를 추가로 출시했다. 컴볼트코리아와 한국레노버는 작년 11월 백업 어플라이언

스 LC-3000과 LC-6000을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컴볼트코리아와 한국레노버는 양 사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2017년 백업 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LC-2500, LC-4000, 

LC-9000을 추가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LC시리즈는 ‘레노버 System x3650 서버’와 6년 연속 가트너가 선정한 데이터 센터 환경 최고의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인 ‘컴볼트 데이터 플랫폼(Commvault Data Platform)’을 일체형으로 구성한 

백업 어플라이언스이다. LC시리즈는 운영상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향후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백업 및 복구, 스냅샷 관리, 이메일, 아카이빙, 

검색,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지표 분석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단일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급 관리 기능을 통해 중앙 집중형의 관리, 모니터링, 리포팅 및 원격 설치를 지

원하며, 각각의 사용자들의 자체적으로 파일 및 VM을 복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프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NoSQL, KVM, 레드햇엔터프라이즈가

상화(RHEV) 등의 오픈 솔루션에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새롭

게 각광받는 뉴타닉스 아크로폴리스(Nutanix Acropolis),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마

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와 같은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스냅 기반의 고속 백

업을 이용하여 파일과 테이블 단위의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LC 시리즈 디스크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용량 제공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http://www.commvault.com/
http://www.lenovo.com/kr


 

컴볼트코리아와 한국레노버는 이번에 LC-2500, LC-4000, LC-9000을 추가로 선보임으로써 중소중

견부터 대기업 고객까지 각자의 필요에 맞는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권을 제공했다. LC 시리즈의 모든 모델은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며,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모델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향후 확장이 용이하다.   

 

한국레노버 강용남 대표이사는 “특유의 유연성과 관리성을 갖춘 신규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고객들은 소규모 환경에서부터 대규모 환경, 분산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구축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편한 솔루션 구축이 요구되는 데이터센터 

환경이나 단일의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는 공공기관 혹은 기업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동재 컴볼트코리아 이사는 “작년 11 월 컴볼트코리아가 한국레노버와 함께 처음 선보인 LC 

시리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으로 운영되어 쉽게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객들은 관리와 운영이 쉽고 편리한 솔루션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LC 시리즈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2017 년 백업 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레노버 소개 

레노버는 미화 450억 달러 규모의 포춘 500대 기업이고 혁신적인 개인용,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업계 선도주자이다. 레노버의 고품질의 안정된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전설적인 PC 브랜드인 씽크 브랜드와 멀티 모드의 요가 브랜드, 워크스테이션, 

서버, 스토리지, 모토롤라 브랜드를 포함한 스마트폰 제품군, 태블릿, 앱 등으로 구성된다. 

레노버에 관한 상세정보는 링크드인과 페이스북, 트위터(@Lenovo)를 팔로우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인 www.lenovo.co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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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볼트에 관하여 

컴볼트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라는 기업 비전 아래, 고성능 데이터 보호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단순화 기능을 제공하는 단일 정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볼트의 독보적인 단일 플랫폼 아키텍처를 통해 기업은 급증하는 데이터, 비용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이전과 다른 높은 수준의 관리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컴볼트의 솔루션은 

단일 코드를 공유하며 최상의 데이터 보호, 아카이빙, 복제, 검색 및 리소스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컴볼트가 제공하는 효율성, 높은 

성능, 신뢰성 및 관리 성능을 높이 평가하여 컴볼트를 선택하고 있다. 컴볼트 본사는 미국 

뉴저지주 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mmvault.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999-2015 Commvault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ommvault, Commvault and logo, the "C" logo, 

Commvault Systems, Solving Forward, SIM, Singular Information Management, Simpana, Simpana OnePass, 

Commvault Galaxy, Commvault Edge, Unified Data Management, QiNetix, Quick Recovery, QR, CommNet, GridStor, 

Vault Tracker, InnerVault, Quick Snap, QSnap, Recovery Director, CommServe, CommCell, IntelliSnap, ROMS and 

CommValue,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Commvault Systems, Inc. All other third party brands, 

products, service names, trademarks, or registere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and used to identify the 

products or services of their respective owners. All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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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컴볼트코리아 / 이나경 이사 (02-6001-3424, nklee@commvault.com) 

커뮤니케이션웨이브 / 정은경 실장 (02-3672-6592, lifelife@commwave.co.kr) 

커뮤니케이션웨이브 / 정다정 대리 (02-3672-6596, 010-2262-1002 becky@commwa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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