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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의 가치

퀀텀은 고객이 데이터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퀀텀의 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는 40년간 축적된 스토리지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디지털 콘텐츠를 캡처, 생성 및 공유하고 수십 년 동안 보존 및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퀀텀은 디지털 콘텐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거나,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세상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며, 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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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의 혁신적인 종합 솔루션과 스토리지 기술 

하이퍼컨버지드 영상관제 플랫폼

고객이 영상관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며 단일 

소프트웨어 정의 플랫폼에서 전체 보안 인프라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LTO 기반의 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

동급 최고의 관리, 모니터링,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 보안을 지원하며 

디스크와 원활하게 호환되어 완벽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 제공

 

DXi® 중복제거 백업 어플라이언스

특허 받은 가변 길이 중복 제거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으로 기존 백업 

인프라에 비용 효율적으로 쉽게 통합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완전히 관리되는 OS 또는 STaaS(Storage-as-a-Service) 오퍼링과 같은 

클라우드와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퀀텀 제품 및 기술의 이점 제공

 

StorageCare® 글로벌 서비스 

고객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기적 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대응력이 우수한 자원 관리 솔루션 지원

StorNext® 스케일아웃 워크로드 관리 솔루션

고성능 공유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과 고급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고유 솔루션으로, 주 스토리지, 확장형 온라인 스토리지, 테이프 

아카이브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걸친 대규모의 데이터 집약적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

 

StorNext® 어플라이언스 – Xcellis, H4000 

통합 액세스 및 확장성을 갖추어 프로토콜 간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며 

공유 스토리지 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확장성 제공

 

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유전체학 및 생명과학 연구,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컴퓨팅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백업 

분야에서 수많은 사용 사례에 걸쳐 데이터 보존 및 가용성 문제 해결

ATFS 소프트웨어 플랫폼

실시간 분류, 시각화 및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데이터 배치 

기능을 갖춘 차세대 소프트웨어 NAS 플랫폼으로 적시 적소에 데이터 

분류 및 배치

CatDV 미디어 자산 관리 플랫폼

대용량 디지털 미디어 관리를 위해 강력한 자산 관리, 자동화 및 협업 

툴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퀀텀: 소중한 데이터를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CatDV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조직의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지원하는 신속한 자산 

관리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 플랫폼

StorNext
File

System

높은 처리량과 

저 지연 워크로드를 위한 

파일 시스템 및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공유와 

보존을 위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

ATFS
NAS

플랫폼

통합 데이터 분류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가성을 제공하는 

사용과 배치가 쉬운 

비용 효율적인

NAS

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탄력적이고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장기 스토리지

Scalar
테이프

스토리지

가장 큰 클라우드 및 

주요 기업에서 수십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장기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백업

DXi-Series

귀중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속 백업 및 

DR 어플라이언스

영상 관제 및 
IoT

VS-Series

최첨단
디지털 캡처

R-Series

퀀텀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 및 Quantum-as-a-Service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 제품군

고성능 워크플로우, 비정형 데이터 관리 & 강화 장기 보존, 백업 및 아카이브 유형별 데이터 보호 솔루션



고성능 워크플로우 및 비정형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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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 된 StorNext 
업계 최고의 워크플로우 스토리지 플랫폼

StorNext는 소규모 편집 시스템부터 대형 미디어 제작 환경과 HD에서 4K 이상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프로덕션 및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성능 및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StorNext는 콘텐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제스트, 협업, 전달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라이브러리 및 자동화를 통해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torNext를 사용하면 

크리에이티브 팀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또는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든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유 편집 환경에 전력을 공급하든, 고해상도 비디오의 멀티 스트림을 인제스트하거나 동시에 컴퓨팅 집약적인 트랜스 코딩을 지원하든 

관계없이 StorNext는 미디어의 고성능 캡처, 협업, 처리 및 보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콘텐츠는 향후 수익 창출과 재사용을 위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퀀텀은 기존의 계층화된 접근 방식을 뛰어 넘어 고유한 워크플로우 단계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된 워크플로우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StorNext 플랫폼을 사용하면 NVMe, SSD, HDD, 오브젝트 스토리지, LTO 테이프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스토리지를 

엔드 - 투 - 엔드 미디어 워크플로우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orNext는 크리에이티브 팀의 규모에 관계없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일 StorNext 서버는 프레임 기반 시각 효과 및 스트림 기반 편집 및 합성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orNext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면서 단일 인프라로 워크플로우 스토리지 계층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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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Next File System 아키텍처

클라이언트 /
연결성

데이터
서비스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

Stripe
Groups

File System
풀

메타데이터
관리

인증

AD/LDAP,
Open Directory, Audit

데이터 
계층화 

정책

데이터
보호
정책

FlexTier
클라우드
아키첵처

FlexSync
복제

Quotas/
Qo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Import/
Export

StorNext
File System Client

POSIX Compliant IP,
RDMA, Infiniband, FC

StorNext File System

NFS SMB S3

Web UI

Cloud 모니터링

웹 서비스 API

CLI

관리 인터페이스

고급 데이터 관리 및 고속 데이터 액세스를 지원하는 최신 파일 시스템으로, 

다양한 운영체제와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유연성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역동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합니다.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Oracle DATAOM

DDN WekalO

Quantum StorNext

14

12

10

8

6

4

2

0

Cisco IBM DeepFlash

IBM Spectum Scale WekalO

Quantum StorNext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Oracle DATAOM

DDN WekalO

Quantum StorNext

StorN
ext File System

9

StorNext: 비디오 워크로드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파일 시스템

StorNext는 동시 스트림당 비용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스트림 수 가장 빠른 응답 시간
(msecs, 숫자가 낮을 수록 좋음)

최고 처리량 (MB/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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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Next 어플라이언스 ㅣ Xcellis, H4000

StorNext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발전에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조직은 특정 IT 과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StorNext 파일 시스템은 라이프사이클 동안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고성능, 확장성, 데이터 

보호 및 보존, 비용에 필요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StorNext는 밀리 초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수천 개의 병렬 스트림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가장 적절한 성능과 비용 조합을 지원하는 미디어로 

동적으로(dynamically) 이동하며, 데이터 이동을 자동화하고 온 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무결성, 탄력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torNext® 파일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구성 및 배포하거나, Xcelli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퀀텀의 테스트 및 사전 구성된 

어플라이언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StorNext Xcellis 어플라이언스는 파일에 대한 고속 공유 액세스를 지원하며 StorNext MDC(Metadata 

Controller)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고 Primary 및 Secondary 스토리지 데이터 배치를 위한 클라이언트 연결 지원 및 대역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컨버지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H4000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네트워크 및 관리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동일한 서버에서 메타데이터 

컨트롤, 클라이언트 액세스 노드, 블록 서비스 및 하이퍼바이저 서비스를 구현하여 최적의 스케일 아웃 성능을 제공합니다.

퀀텀 StorNext 어플라이언스는 StorNext 파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워크로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퀀텀 

Xcellis 어플라이언스에 StorNext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투자 효과와 성능 그리고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torNext Xcellis 및 H4000 어플라이언스

용도에 맞게 구축된 메타데이터 컨트롤러 및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StorNext 환경 구축

퀀텀 Xcellis 어플라이언스에 StorNext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투자 효과 및 성능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torN
ext  Xcellis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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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쉬운 배치 및 관리

 StorNext 파일 시스템 환경을 배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   성능 극대화를 위한 맞춤 설계

 StorNext 파일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 및 테스트 된 Xcellis 어플라이언스

■   유연한 서버 및 스토리지 옵션

 모든 성능 및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서버 및 

 스토리지 옵션 사용

■   유연한 연결 옵션

 광범위한 이더넷 및 Fibre Channel 연결 옵션으로 구성 가능

  베어메탈 모델 - Xcellis 컨버지드 모델 - H4000

역할 Xcellis Workflow Director (Single or HA) Metadata Controller (MDCs)

  - 물리적 서버 기반의 File, Block 및 클라이언트 공유 서비스 제공 가상화 기반의 File, Block 및 클라이언트 공유 서비스 제공

확장
 Xcellis Workflow Exender 

물리적 확장 또는 하이퍼바이저 기반 확장
  - Scale-Out NAS 확장 (LAN, NAS)

기본 스토리지 QXS 스토리지 및 타사 스토리지  H Series 스토리지 및 타사 스토리지

 

   

가상으로 구동되는 

파일, 블록 및 클라이언트 서비스

H4000 Series 어플라이언스

컨버지드 서버 및 스토리지

지정된 
메타데이터 컨트롤러

QXS™ 
블록 스토리지 새로운 컨버지드 아키텍처

 기존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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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Me 스토리지 ㅣ F-Series
성능을 위한 제작. 미래를 위한 설계. StorNext와 유기적인 통합

뛰어난 비주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만큼 재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위대함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귀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데이터 처리 지연 없이 1,000 개 이상의 노드 렌더 팜을 지원하고, 단일 볼륨에서 여러 디지털 매개체에 재생을 지원하며, 압축되지 않은 8K 콘텐츠를 

손쉽게 작업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때, 퀀텀의 F-Series는 NVMe 스토리지는 성능 및 병렬 처리 기능을 통해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퀀텀 F-Series NVMe 스토리지는 StorNext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클라이언트는 현재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기술과 관련된 병목 현상없이 SAN 또는 IP 

네트워크의 스토리지에서 직접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F-Series와 StorNext의 결합으로 사용자는 최상의 유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4K 또는 8K raw 작업을 하는 편집자, 칼라리스트 또는 VFX 기술자는 거의 

0에 가까운 지연시간으로 직접 클라이언트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고해상도 콘텐츠를 작업하지 않는 사용자는 표준 NAS 클라이언트를 통해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 100 % NVMe 완전 플래시 스토리지 미디어, 그리고 비디오 용 #1 공유 파일 시스템의 성능을 결합하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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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ries N
VM

e Storage

  F1000 F2000

폼팩터 1U 랙 마운트 캐시 2U 랙 마운트 캐시

컨트롤러 이중화 구성을 포함한 단일 컨트롤러 듀얼 이중화 액티브 / 액티브 핫스왑 컨트롤러

드라이브 10개의 NVMe U.2 SSD 24개의 NVMe U.2 SSD

NVMe 드라이브 옵션 15.36TB / 7.68TB 7.68TB / 3.84TB / 1.92TB

총 raw 용량 153.6TB / 76.8TB 184.3TB / 92.16TB / 46.08TB

총 usable 용량 76.8TB / 38.4TB 153.6TB / 76.8TB / 38.4TB

 

  

F-Series NVMe 스토리지

비디오 콘텐츠 및 기타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세트의 편집, 렌더링 및 처리를 위한 초고속 NVMe 스토리지 서버

퀀텀 F-Series NVMe 스토리지는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스튜디오 편집, 렌더링 및 그 외 성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고성능, 고가용성 및 안정성을 갖춘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   기존 플래시 스토리지보다 수십배 빠른 스토리지

 기존 플래시 스토리지에 비해 훨씬 빠른 NVMe 를 통해  대량의 

 병렬 액세스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매우 낮은  대기 시간과 즉각적인

 응답 시간 제공

■   인프라 비용 및 복잡성 감소

 파이버 채널 또는 이더넷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지연 시간이 짧은

 액세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이더넷 인프라로 SAN 성능 달성

■   작은 랙 공간으로 성능요건 충족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의 HDD 또는 SSD를 

 사용해야 했던 사용자는 데이터 센터 공간 재확보 가능

■    퀀텀 StorNext® 파일시스템과의 유기적인 통합 

 워크스테이션 및 어플리케이션에 파일 형식의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전체 미디어 제작 시스템 환경에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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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토리지 ㅣ H-Series
StorNext File System 호스팅을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퀀텀 H4000 Series는 StorNext® 7 파일 시스템을 호스팅하기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입니다. 

통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PCIe 4와 같은 최신 컴퓨팅 아키텍처 표준과 결합하여 전체 StorNext 환경을 매우 작은 설치 공간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 관리를 간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H4000 Series는 StorNext 7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확장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서버 노드에서 실행되는 인증된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StorNext 7 메타데이터 컨트롤러, 클라이언트 액세스 노드, 블록 서비스 및 하이퍼바이저 서비스 모두 단일 H4000 

어플라이언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퀀텀 H2000 Series는 StorNext® 파일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지연 시간이 짧은 다른 높은 처리량 워크로드에 사용되는 고성능 블록 스토리지 

어레이 제품군입니다. H2000 Series 는 2U12와 2U24의 두 가지 서버 폼 팩터로 제공되어 다양한 유형의 SSD 및 HDD 스토리지를 지원하며 

옵션인 JBOD를 사용하여 H2000 Series 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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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012   H4024   2U12 JBOD   2U24 JBOD

폼팩터       2U 랙 마운트 섀시

섀시 당 드라이브 12   24   12   24

            1.92TB, 7.68TB,               1.92TB, 7.68TB,

 
4TB, 8TB,  

                    15.36TB SAS SSD  
4TB, 8TB,

           15.36TB SAS SSD
드라이브 옵션

 
16TB NL-SAS      1.2TB, 1.8TB,    

16TB NL-SAS
               1.2TB, 1.8TB, 

 
7.2K RPM

        2.4TBSAS 10K RPM  
7.2K RPM

                      2.4TB SAS 10K RPM

섀시 당 
 40  38  24  40  38  24

가용량(TB)
 80  154  36  80  154  36

 160  307  48  160  307  48

  100Gb / 40GigE 

연결 카드 섀시 당   쿼드 25Gb / 10GigE     
확장용 12G SAS최대 3개  쿼드 10GBASE-T 이더넷

  쿼드 32 Gb 파이버 채널 

H4000 Series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 호스팅을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H4000 어플라이언스는 StorNext 7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확장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서버 노드에서 실행되는 인증된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스토리지 차세대 사용자 환경을 통해 간 단축

 소형 2U 서버에 StorNext 7 파일 시스템을 쉽게 배포, 구성 및 

 관리 가능

■   랙 공간, 전력 및 냉각 비용 절감

 H4000의 통합형 소형 디자인은 구성 요소를 66%, 랙 공간을 

 50% 절감하고 전력 및 냉각 비용 절감

■   네트워킹 복잡성 단순화

 여러 서버와 스토리지 어레이를 단일 서버로 통합하여 네트워킹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StorNext를 엣지 및 원격 환경에도 손쉽게 구축

■   고가용성, 유연한 설계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이중 컨트롤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지연 시간이 짧은 고성능 워크로드의

 요구사항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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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012  H2024   2U12 JBOD  2U24 JBOD

폼팩터      2U 랙 마운트 섀시

섀시 당 드라이브 12  24   12  24

   1.92TB, 7.68TB,      1.92TB, 7.68TB,

 
4TB, 8TB,

                            15.36TB SAS SSD  
4TB, 8TB,

,                             15.36TB SAS SSD
드라이브 옵션

 
16TB NL-SAS

   1.2TB, 1.8TB,    
16TB NL-SAS

  1.2TB, 1.8TB,

 
7.2K RPM 

                           2.4TB SAS 10K RPM  
7.2K RPM

                            2.4TB SAS 10K RPM

섀시 당 
 40 38  24  40 38  24

가용량(TB)
 80 154  36  80 154  36

 160 307  48  160 307  48

H2000 Series 스토리지

처리량이 높고 지연 시간이 짧은 워크로드를 위한 고성능 블록 스토리지

StorNext® File System의 용량 확장과 높은 처리량 및 짧은 지연시간의 워크로드 확장을 위한 고성능의 매우 유연한 스토리지입니다. 

■   고가용성, 유연한 설계

 이중 컨트롤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고성능, 저 지연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연한 스토리지 네트워크 연결 옵션 제공

■   강력한 하드웨어를 통한 최고의 성능 및

 가치 제공

 PCIe 4.0, 12G SAS Connectivity 및 AMD 

 CPU와 같은 강력한 하드웨어와 표준을 활용하여

 최고의 ROI로 최대의 성능 제공

■   StorNext와 유기적인 통합

 StorNext 7 File System의 용량 확장에

 이상적이며, StorNext 사용자는 StorNext 7 

 File Syste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H2000 어레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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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S 12G 스토리지

비디오 워크플로우를 비용 효율적으로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안정적인 고성능 스토리지 어레이

QXS™ 스토리지 어레이는 경쟁 스토리지 어레이보다 높은 수준의 구성성을 제공하고 개별 워크플로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하는 기능을 통해 비즈니스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   비디오 워크플로우를 위해 조정 된 성능

 StorNext에 이상적인 스토리지 기반 제공 및 최대 처리량과 

 순차적인 I/O 성능 제공

■   단일 장애 지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 없는 설계

 99.999% uptime 으로 QXS에 의존하여 핵심 비즈니스 운영

■   높은 설정성 및 유연한 섀시 옵션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IT 투자 수익률 향상

■   랙당 10PB 이상의 용량 제공

 데이터센터 사용면적 감소 및 TCO 절감

  QXS-3 Series : 비용 효율적인 성능 QXS-4 Series : 고성능

섀시 종류 2U12, 2U24 2U12, 2U24, 5U84

컨트롤러 당 포트 2 4

드라이브 지원 10K HDD, NL SAS SSD, 10K HDD, NL SAS

드라이브 암호화 불가능 가능

최대 용량 1.5PB 5.4PB

처리량 3.5GB/s 7GB/s

IOPS 100K 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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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자산 관리 플랫폼 ㅣ CatDV
강력한 자산 관리, 자동화 및 협업 툴을 제공하는 자산 관리 및 워크플로우

CatDV는 대규모 디지털 미디어를 관리하는 모든 조직에 강력한 자산 관리, 자동화 및 협업 도구를 제공하는 신속한 변화를 위한 자산 관리 및 

워크플로우 조정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PAM, MAM 및 DAM, 정교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완전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중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CatDV를 구축하면 투명성과 가시성이 확보되고 모범 사례를 준수하며 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atDV는 기존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 계층 

전반에서 사내 또는 클라우드에서 구현된 시간과 비용 및 스트레스를 줄여 고객의 미디어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조직

조직 / 팀 전체에서 원활하고   

간단한 검색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액세스,보기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에 대한 

오버레이 지원

협업

콘텐츠 제작자 (제작자, 감독, 

편집자 등) 간의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여 회사 내외부에서 

미디어 (비디오, 오디오, 스틸) 

콘텐츠를 찾고, 공유하고, 

사용하고, 재사용하도록 지원

자동화

조직 내 파일의 수명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구축 

(파일 이동, 보관, 트랜스 코딩, 

프록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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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DV 미디어 자산관리 워크플로우의 핵심

CatDV는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완벽한 미디어 관리 제품군입니다. 부서 간 협업, 스토리지 계층 간 조직화, 

중복 작업 자동화가 필요한 조직에서 워크플로우의 핵심으로 CatDV 미디어 관리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소규모 팀부터 맞춤형 API 개발을 통해 플랫폼의 확장성을 활용하는 

대기업까지 CatDV는 미디어 상태에 대한 단일 정보 소스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관리 레이어

대시보드

메타데이터
Input
시스템

미디어 Input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자동 QC
툴

Transcode 툴

편집

권한 관리
시스템

AI 자동화

알림

분산 툴

Playout
툴

DAM

미디어
리포팅

툴

수동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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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sight 관리 ㅣ ATFS NAS 플랫폼
데이터의 이점을 기반으로 스토리지 리소스 최적화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플랫폼인 퀀텀 ATFS는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에서 조직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합니다. ATFS는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리소스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데이터 분류, 메타데이터 및 비즈니스 지향 태그를 활용하여 스토리지 소비 효율화 데이터를 적시에 배치하면  성능 계층 용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MAM 또는 SLURM과 같은 워크플로우 관리자와 통합하여 NVMe, 대량 또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배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TFS는 데이터와 스토리지 간의 공생 관계를 촉진합니다. 데이터 통찰력은 정책 및 자동화 엔진에 정보를 제공하여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구축된 

스토리지 리소스당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NFS 또는 SMB를 통해 ATFS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모든 데이터는 태그가 지정되고 분류됩니다.  사용자는 중복 복사본을 작성하거나 데이터 보안을 

해제하지 않고 사용자와 조직 간에 협업을 위해 가상 파일 시스템 보기의 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ATFS N
AS P

latform

21

■    목적에 맞는 데이터 배치

 데이터 통찰력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데이터를 적시에 배치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

 활용도와 생산성 향상

■   미래 지향적인 아키텍처

 혁신적인 미디어가 출시되면 새로운 미디어

 형식이 지원 매트릭스에 통합될 수 있도록 

 미디어 유형 간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지원

■   어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통합

 광범위한 STK와 일련의 API를 갖춘 

 최신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지원

ATFS NAS 플랫폼

통합 데이터 분류가 포함된 사용이 손쉬운 NAS 플랫폼

퀀텀 ATFS는 사용이 용이하고 성능 저하없이 파일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최초의 NAS 플랫폼입니다.

ATFS 어플라이언스

• 모든 쓰기 지원 (Bulk/Cloud로 빠르게 이동)

• 정책/우선순위/액세스별로 캐시 읽기

• 데이터베이스 필터링/검색

• 이레이저 코드로 보호

• 기본 데이터 배치 정책

• 순차적 읽기를 위한 미리 읽기 캐시

데이터 플로우

• 핫스왑 듀얼 컨트롤러 어플라이언스

• 8-24 듀얼 포트 NVMe 드라이브

• 60 드라이브: 풀 이중화 인클로져

• 호스트 관리 SMR 드라이브

• 어플라이언스 당 1-4 인클로져 

• 온라인 확장 가능

사양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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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백업 및 
아카이브, 장기 데이터 보호



오브젝트 스토리지 ㅣ ActiveScale
고유한 데이터 보안 및 내구성 기능을 갖춘 데이터 보존 저장소

데이터는 자체 라이프사이클을 가진 자산입니다. 데이터는 생성, 소비 및 보존되며 때로는 무한정 유지됩니다. 매년 40%가 넘는 데이터 증가는 조직이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생명 과학,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방송, 

의료기관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업계의 장기 보존 요구 사항으로 인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된 데이터의 대부분은 시장 차별화, 제품 및 서비스 지원, 센서, 시퀀서, 카메라 및 기타 장치로부터의 원시 입력이 핵심입니다. 미래의 데이터 

가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직은 데이터 무결성, 인프라 복원력 및 확장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이고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tiveScale™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줍니다. DDP(Dynamic Data Placement) 및 DDR(Dynamic Data Repair)은 드라이브, 노드 및 사이트 간의 

이레이저 코딩, 데이터 및 기본 인프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데이터 복구를 통해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브젝트 잠금 및 엔드 투 엔드 암호화는 이동 및 제자리에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ActiveScale은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및 NFS라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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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00

 기본 시스템 서버 확장 모듈 JBOD 확장 모듈

용량 1.62 PB, 3.24 PB, 4.86 PB 1.62 PB, 3.24 PB, 4.86 PB 1.62 PB, 3.24 PB, 4.86 PB

랙 공간 12 RU 12 RU 12 RU

최대 오브젝트 수 10 Billion 10 Billion

성능 (GET / PUT) 시스템당 (17 GB/s : 12 GB/s) 모듈당 (최대 17 GB/s  :최대 12 GB/s)

클라이언트 12 x 25 GbE 포트 12 x 25 GbE 포트

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규모에 맞는 데이터 보안, 복원력 및 액세스 용이성 제공

■   최고의 데이터 내구성

 최고의 복원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오류 복구를 위해

 스토리지 유닛간에 오브젝트를 분산 배치하는 Dynamic Data

 Placement and Repair를 통한 데이터 보호

■   용량 및 성능 효율성

 대용량 오브젝트와 적은 용량의 오브젝트 특성에 맞는 구별된 

 데이터 분산 정책으로 용량 및 성능 효율성을 최적화

■   시스템 가용성

 오브젝트를 세 지역에 걸쳐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액세스를 보장하는 Geo-spread 

 시스템 설계

■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불변성을 제공하는 Object Lock

P200

 기본 시스템 확장 시스템

용량 (노드당) 216TB 216TB

기본용량 648 TB 648 TB

클라이언트 6 x 25 GbE 포트 6 x 25 GbE 포트

최대 용량 (랙 당)   3.89 TB
* 용량 = Raw Capacity
* P200은 2021 하반기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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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경제 효율성

■   높은 내구성

■   보안성

ActiveScale 오브젝트 콜드 스토리지

아카이브 및 장기 보존을 위한 내구성과 보안성을 갖춘 경제적이고 안전한 스토리지

ActiveScale 오브젝트 소프트웨어

퀀텀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Libraries (“RAIL”)

오브젝트
�

하이퍼 스케일 및 

웹 스케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연구 기관 정부 기관 통신사 영상 관제

아카이브

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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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테이프가 

장기 스토리지에 최선의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이프는 클라우드 및 하이퍼스케일 인프라의 핵심 부분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는 테이프를 사용하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단위의 비정형 데이터(비디오, 고해상도 이미지, IoT 데이터, 연구 데이터 등)를 저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수십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의 CIO와 IT 부서는 랜섬웨어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스토리지는 '오프라인' 스토리지 

기술이기 때문에 랜섬웨어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퀀텀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해결책입니다. 퀀텀의 Scalar® 시리즈 테이프 스토리지 시스템은 전 세계 수만 고객이 규정 준수  목적, 디지털 미디어 및 이미지 

보관을 위한 장기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시스템은 몇 개의 테이프만큼 작을 수도 있고, 랙 내에서 확장할 수도 있고, 전체 랙에서 시작하여 세미 트럭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퀀텀 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TB당 최저 비용으로 시장에서 최고의 스토리지 밀도를 제공하며, 퀀텀은 관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로 테이프 환경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의 어려움 없이 테이프의 경제적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라이브러리 ㅣ Scalar
가장 안전하고 최저 비용의 데이터 보호 스토리지



Scalar Tap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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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장기 보존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최저 비용의 스토리지

퀀텀의 Scalar® 시리즈 테이프 스토리지 시스템은 전 세계 수만 고객이 규정 준수 목적, 디지털 미디어 및 이미지 보관을 위한 

장기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장 경제적인 장기 스토리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장기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LTO 테이프.

 가장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내에서 테이프는

  네트워크 오프라인으로 슬롯에 드라이브와 분리되어 보관 

■   업계 최고의 확장성 및 스토리지 밀도

 확장 모듈 및 주문형 용량 라이센스를 통한 간단한 확장,

 동급 최고의 스토리지 밀도 제공

■    최대 가동 시간 및 최소 운영 비용 

 장애 발생 전 또는 미디어 자체의 성능 저하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드라이브 및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iLayer™ 솔루션을 통해

 라이브러리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다운타임 및 운영비용 절감 

■   군사급 암호화 및 자동 암호화 키 관리

 Scalar Key Manager는 모든 Scalar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여 

 FIPS에서 검증된 간단한 암호화 키 관리 제공

* HH (Half Heifht),  FH (Full Height)

 Scalar i3 Scalar i6 Scalar i6000

테이프 수 25 ~ 400 50 ~ 800 100 ~ 12,000

네이티브 용량(LTO-8 미디어 사용 시) 300 TB ~ 4.8 PB 600 TB ~ 9.6 PB 1.2 PB ~ 144 PB

압축 용량(LTO-8 미디어 사용 시) 750 TB ~ 12 PB 1.5 PB ~ 24 PB 3 PB ~ 360 PB

최소 물리적 사이즈 3U Rack-mountable 섀시 6U Rack-mountable 섀시 단일 19" 랙 유닛

최대 사이즈 24U 48U 단일 데이터 센터 내에 21 랙 너비

테이프 드라이브 수 및 종류 1 ~ 24 HH 테이프 드라이브 1 ~ 24 FH 테이프 드라이브 1 ~ 192 FH 테이프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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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스케일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테이프의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 조건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디어 수명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은 많은 하이퍼스케일 고객에게 필수적입니다.

고객은 이러한 환경에서 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미디어 수명을 충족하도록 온도 및 습도 제어를 구성해야 하며, 

LTO가 현재 제공하는 것보다 더 빠른 데이터 처리 성능과 높은 안정성/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퀀텀은 RAIL (Quantum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Libraries), SMARTape 및 이레이저 코딩을 비롯한 주요 관련 기술을 통합하여, 

대규모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테이프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테이프 레코딩 기술, LTO 로드맵 및 

자동화 솔루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로서의 하이퍼스케일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하이퍼스케일 아카이브 스토리지
저비용, 내구성, 아카이빙 및 장기 보존을 위한 안전한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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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하이퍼스케일러와의 협업을 통해 구축된 솔루션

■   엑사바이트 이상의 디스크 기반 오브젝트 저장소에 비해 

 TCO 57% 향상

■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모듈식 설계

■   향상된 이중화 기능 제공 (듀얼 로봇에 비해 향상)

■   라이브러리가 아닌 여러 라이브러리에 상에서 이중화 구성

      -  100% 구성 요소 이중화

      -  시스템 로봇 성능 향상

      -  각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 총 성능이 향상되며, 

   선형적으로 확장

■   모듈식 유연한 설치 공간

하이퍼스케일 아카이브 스토리지

저비용, 내구성, 아카이빙 및 장기 보존을 위한 안전한 스토리지

StorNext® 테이프 아카이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기 데이터 보존을 위한 동급 최고의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StorNext의 지능형 정책 기반 계층화와 통합되며 테이프에 계층화 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파일 시스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퀀텀의 하이퍼 스케일 아키텍처는 고객의 기존 IP 및 투자를 활용합니다.

퀀텀 StorNext

오브젝트 / CIFS / NFS

�

사용자 정의

�

퀀텀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Libraries (“RAIL”)

사용자 소유 오브젝트 저장소 / 파일 시스템

퀀텀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Libraries (“RAIL”)

StorNext
디스크 계층

퀀텀
I6 RAIL 계층

퀀텀
I6 RAIL 계층



DXi®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요구 사항, SLA 요구 사항 및 사이버 복구 작업을 충족하는 탁월한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데이터 중복 제거 속도를 높이고, 최대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까지 원격 사무소를 위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DXi는 업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변 길이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하여 디스크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고 복제 대역폭 요구 사항과 전체 설치 공간을 

대폭 축소합니다. 또한 이제 보안 스냅샷 기능을 갖춘 DXi의 고속 Disk 백업 및 데이터 복구 기능을 통해 복구 시간과 백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리소스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DXi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NAS, OST, VTL 및 Veeam Data Mover Service를 포함한 여러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광범위한 주요 백업 어플리케이션과 통합 

및 인증되어 있습니다.

중복제거 백업 어플라이언스 ㅣ DXi
목적에 맞게 설계된 설계로 효율적인 데이터 보호 제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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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Xi B

ackup Appliance 

DXi 중복제거 백업 어플라이언스

데이터 보호, 사이버 및 재해 복구를 위한 확장 가능한 고성능 백업 어플라이언스

DXi®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요구 사항, SLA 요구 사항 및 사이버 복구 작업을 충족하는 탁월한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데이터 중복 제거 속도를 높이고, 최대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까지 원격 사무소를 위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데이터 절감으로 백업 비용 절감

 퀀텀의 가변 길이 중복 제거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감소 극대화, 

 디스크 스토리지 최소화, 복제 시 WAN 트래픽 최소화

■   운영 체제 가용성 극대화

 모든 주요 백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원 기능을 갖춘 

 DXi Accent™를 통해 최대 99TB/hr 처리량의 고성능 수집 기능 제공

■   간편한 용량 확장

 CoD 라이선스 키를 통해 다른 솔루션보다 더 세분화된 증분 방식으로 

 데이터가 증가하여 용량을 보다 선형적으로 쉽게 확장 가능

■   데이터 센터 전력 및 냉각 감소

 동급 최고의 스토리지 밀도로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계 제공,

 더 적은 디스크로 데이터를 보호하여 랙 공간, 전력 및 냉각 절감

 DXi4800 DXi9000  DXi9000 고밀도 (Ultra) DXi9100

가용량 (TB) 8 TB ~ 315 TB  51 TB ~ 1,020 TB  204 TB ~ 2,040 TB

CPU-RAM
 16C/32T 6C/12T  20C/40T 20C/40T

 48/96/144 GB RAM 192/384 GB RAM  768 GB RAM 1.5 TB RAM

성능 (TB/hr)
 최대 35 TB/h  최대 64 TB/h  최대 63 TB/h

 95 TB/h (DXi Accent)  98 TB/h (DXi Accent)   99 TB/h (DXi Accent)

 8, 16, 27 TB Base    

확장 및 CoD 4 X JBOD에서 16 X 18 TB  51 TB (CoD)  102 TB (CoD)

 증가 (CoD)

랙 공간 최소 / 최대 2U ~ 10U 4U ~ 22U  6U ~ 10U 6U ~ 1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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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데이터 보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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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제 저장, 관리 솔루션
가장 광범위한 보안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통해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갑니다.

보안 감시 기록 및 분석은 손실 방지, 액세스 제어 및 기타 형태의 물리적 보안을 통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으며 보안 감시 카메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 보안 감시 카메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생성기입니다. 카메라 수, 고해상도 및 분석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많은 규모, 더 많은 성능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대의 보안 감시 카메라만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NVR(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딩 서버)이나, 수만 대의 카메라를 위한 대규모 공유 스토리지 구축이 필요하던, 퀀텀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퀀텀은 20년 넘게 고속 비디오 캡처, 처리 및 스토리지 분야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고객 중에는 세계 최대 방송사, 영화 스튜디오, 

정부 기관,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 비디오 캡처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년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보안, 물리적 보안 및 

스마트 빌딩을 위해 특별히 제품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 효율적인 NVR에서 하이퍼컨버전스 인프라(HCI), 최대 규모의 공유 스토리지 및 아카이브 솔루션, 분석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일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장 광범위한 보안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최고의 성능과 밀도를 갖춘 보안 감시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업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제품은 전 세계 

고객에게 연중무휴 24x7로 사전 및 사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퀀텀의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및 지원 조직이 지원합니다.



전체 서버 & 스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퀀텀

레코딩, 관리, 분석, HCI, 공유, 계층화 및 아카이브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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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규모 확장 및 
복원력이 뛰어난 아카이브

StorNext Scale-Out
파일 스토리지

고속 영상관제 레코딩

GPU 분석 서버

레코드

보기

관리

NVR, HCI, & 
어플리케이션 서버

호스트 VMS 레코더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

페일오버 보호

퀀텀 테이프 스토리지

저비용. 오프라인 스토리지

StorNext 클라우드 아카이브

클라우드에 영상 보관

레코딩 및 분석 고속 메인 공유 스토리지
비용 효율적인

아카이브 스토리지

분석

StorNext 정책을 통해 
아카이브 스토리지로
파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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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영상관제 포트폴리오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랜섬웨어 복구-다운타임, 매출 손실 및 고객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단일 공급사가 제공하는 가장 광범위한 물리적 보안 인프라 포트폴리오 

영상 관제 및 물리적 보안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되고 최적화되어 

최고의 성능과 밀도를 제공하여 시장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

VS-NVR Series 
고성능,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 영상 레코딩 서버

어플리케이션/분석 시리즈
분석, 액세스 제어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GPU 지원 서버

공유, 계층화 및 
아카이브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테이프 및 클라우드

컨버지드 시리즈
보안 감시 기록 및 관리를 위한

 하이퍼컨버전스 인프라

300 ~ 2,000대 카메라 2000  ~ 5,000대 카메라 5,000대 이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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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랜섬웨어 복구 - 다운타임 감소, 매출 손실 및 고객 신뢰 유지

랜섬웨어의 무자비한 공격

랜섬웨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11초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금전적 요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 백업 환경은 랜섬웨어의 주 표적이 되었고 범죄자는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드는 복구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완전히 복구하는데 며칠 또는 몇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적 공격으로 서버 클러스터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집니다. 재구축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퀀텀은 데이터 수명 주기의 모든 지점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수명 주기에 걸친 모든 계층에 대한 데이터 복구 솔루션

퀀텀은 랜섬웨어의 공격에 맞대응하고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복구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데이터 수명 주기의 어느 지점에서나 데이터를 복원하여 

다운타임 및 수익 손실을 줄이고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서로 다른 용량의 계층이 제공되어 사용자는 원하는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복구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고성능 계층에서 액티브 아카이브 또는 장기 아카이브로 이동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 쉽게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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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패키지

사전 구성된 3가지 용량 옵션으로 보호 용량 선택을 위한 과정 단순화

SLA를 충족하고 다운타임을 줄이도록 빠른 성능의 계층에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스냅샷, 바로 보기를 통해 격리되고 

변경 불가능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복원하여 복구가 가속화됩니다.

■   입증된 보안 보호

 데이터가 오프라인에 저장되어 본질적으로 안전한 테이프. 

 최신 사이버 공격에 대해 입증된 솔루션

■   비용 효율적인 장기 스토리지

 최대 30TB의 용량을 갖춘 퀀텀 LTO 테이프. 디스크나 클라우드와

 같이 다른 미디어 유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일 카트리지에 

 보다 많은 데이터 저장

■   수동 관리를 없애 운영 시간 절감

 Active Vault를 통해 라이브러리 또는 미디어에 대한 

 물리적 관리 제거

■   데이터 복구를 위한 추가 비용 불필요

 디스크 복사본이 손상된 경우에도 라이브러리 GUI를 통해

 테이프로부터 다시 데이터 복구 가능. 추가 비용 불필요

 소형– 3U 중형 – 6U 대형– 12U

용량 최대 600TB 최대 1.2PB 최대 2.4PB

 Scalar i3, 총 50슬롯 Scalar i3, 총 100슬롯 Scalar i6, 총 200슬롯 

권장 구성 LTO-8 HH 드라이브 1개 LTO-7 HH 드라이브 1개 & LTO-8 FH 드라이브 3개  LTO-8 FH 드라이브 3개

 LTO-8 테이프 20개 LTO-7 테이프 20개 & LTO-8 테이프 20개 LTO-8 테이프 100개

지원 1년 Bronze 5x9 1년 7x24xNBD Gold 1년 7x24x4 Gold

기존 Scalar 라이브러리를   
•Active Vaul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한 랜섬웨어 보호 소프트웨어   
•고급 보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Ad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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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엣지 스토리지 ㅣ R-Series 
까다로운 환경의 주행 차량에서 방대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캡처 한 후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인제스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엣지(EDGE)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를 빠르게 캡처

자율 주행 차량에 캡처된 데이터는 차량 당 시간 당 최대 20TB, 주 당 수백 페타바이트를 생성하여 페타바이트 규모에 빠르게 도달 할 수 있습니다. NVMe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소형 폼 팩터, 대용량 스토리지 용량, 내구성 및 성능이 필요한 환경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LiDAR 센서 데이터 및 머신 데이터와 같은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퀀텀 R-Series는 이러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데이터 캡처 기능을 갖춘 엣지(EDGE) 스토리지

퀀텀의 R-Series는 ADAS 및 자율 주행 차량 연구, 영상 관제 모니터링, M&E, 사물 인터넷(IoT) 기술과 같은 EDGE 데이터 캡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R-Series는 사막의 험한 지형을 달리는 군용 차량부터 고속으로 지형 문제 및 도로 장애물을 탐색하는 연구 차량까지 모든 까다로운 

환경에서 데이터 캡처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해결해 줍니다. 

R-Series는 요구사항에 따라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SSD 및 NVMe 폼 팩터를 지원합니다. 드라이브는 탈착식 캐니스터에 위치하여 전체 캐니스터를 쉽게 

교체하고 빈 캐니스터에 넣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제거된 캐니스터는 추가 분석을 위해 데이터 센터의 섀시에 삽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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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ries 엣지 스토리지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방대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캡처 후,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

퀀텀의 R-Series는 ADAS 및 자율 주행 차량 연구, 영상 관제 모니터링, M&E, 사물 인터넷(IoT) 기술과 같은 

EDGE 데이터 캡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   안정적인 고속 데이터 캡처

 견고한 하드웨어 설계 및 내장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행 차량의 까다로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매거진 및 섀시

■   고가용성의 안정적인 아키텍처

 견고한 모바일 환경에서 고가용성(HA)과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탈착식 드라이브 캐니스터를 통한 빠른 데이터 업로드

 기술자가 하루의 마무리로 수 십 테라바이트의 raw 데이터를 

 퀀텀 공유 스토리지 시스템에 손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착식 매거진

■   손쉬운 통합

 전체 LiDAR, 레이더, 카메라, GPS 및 기타 센서 제품군과 쉽게

 통합되며 다양한 주행 차량 데이터 전처리 과정(Annottion) 

 툴과 함께 작동 가능

 R3000 R6000

캐니스터 스토리지 6-Bay SSD  4-Bay NVMe

Raw 용량
 23TB 또는 46TB  15.36TB, 30.72TB, 61.44TB

 탈착식 캐니스터에 2.5" SSD 드라이브 6개 포함 핫 스왑 2.5” NVMe 비-SSD 드라이브 4개

데이터 보호 RAID 0/5/6/6/10 RAID 0/1/5/6/10

연결성 10GbE RJ45 2개
 10G 이더넷 2개

  Mellanox ConnectX 5 (100GbE) 

성능 최대 1.6GB/sec 최대 10GB/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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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서비스



퀀텀 StorageCare 글로벌 서비스
헌신  |  책임  |  응대  |  전문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퀀텀의 StorageCare 글로벌 서비스는 서비스 

향상과 고객 의견 반영에 집중하여 고객이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며, E2E 시스템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있어 중대한 사항입니다. 고객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하도록 설계 된 퀀텀의 유연한

        다층적 지원 서비스

■    기존 스토리지, 가상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을 포괄하는 전문성

■    신속한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퀀텀의 명확한 프로세스

최상의 성능 유지를 지원하는 파트너

수천 개의 고객사는 완벽히 훈련되고 입증 된 엔지니어들을 통해 

지원 되는 퀀텀의 유연한 E2E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규 

스토리지 네트워크 확장 계획, 장비 이동, 성능 최적화, 복잡한 통합 

관리 또는 솔루션에 대한 학습 등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퀀텀과 퀀텀의 파트너는 고객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연중 내내 24시간 제공 되는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글로벌 지원

■    지원 경험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온라인 도구 제공

■    모든 요청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긴급하고 중요하게 처리



CREATE. INNOVATE. PROTECT. ON QUANTUM.



퀀텀 소개

퀀텀의 기술 및 서비스는 고객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캡처, 생성, 공유하고 

수십 년 동안 보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를 위해 구축된 솔루션을 통해 퀀텀 플랫폼은 고해상도 비디오, 

이미지, 산업용 IoT에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선두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포츠 프랜차이즈, 연구원, 정부기관, 기업,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퀀텀을 기반으로 세상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quantum.com/ko 에서 확인해 보세요.

퀀텀코리아(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20층

02.560.7400 • www.quantum.com/ko

©2021 Quantu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Linear Tape-Open, LTO, LTO 로고, Ultrium, Ultrium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Quantum Corporation 및 Hewlett Packard Enterprise, IBM의 등록 상표입니다.    June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