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XS 12G
스토리지

주요 특징 및 장점

비디오 워크플로우를 위해 조정 된 성능

StorNext에 이상적인 스토리지 기반을 제공하는 

QXS. 최대 처리량과 순차적인 I/O 성능 제공을 

위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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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o/qxs

퀀텀 QXS™ 스토리지 어레이는 비디오 워크플로우를 비용 효율적으로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고성능의 안정적인 스토리지 어레이입니다.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기반을 제공하는 QXS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성능 및 용량 요건을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맞춰 적절히 조정합니다. 각 QXS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순차적인 I/O 

성능을 제공하도록 조정되어 까다로운 비디오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데 탁월합니다. 고밀도 

2U 및 5U 섀시 옵션으로 시스템당 최대 5.4 PB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에 비해 퀀텀 QXS 시스템은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되며 필요할 때 추가 

확장 섀시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퀀텀 StorNext® 파일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면 하나의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워크플로우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능은 고객의 스토리지 투자 수익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싱, 액티브-액티브 컨트롤러 그리고 내부 관리 및 외부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별도의 경로를 제공하는 퀀텀 QXS는 고가용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기업 

및 내부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비디오 워크플로우 가속화를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성능 스토리지 어레이

DATA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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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QXS 시리즈 제품 라인

퀀텀 QXS 제품은 QXS-3 컨트롤러 또는 QXS-4 컨트롤러, 두가지 컨트롤러 옵션으로 제공되며 각 옵션은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폼 팩터로 제공됩니다.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구성을 설계할 때 QXS는 유연한 FC 및 이더넷(iSCSI) 인터페이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퀀텀 QXS 구축 사례

QXS는 StorNext와 결합하여 하나의 

공유 스토리지 환경에서 온라인 및 

니어라인 워크로드 모두에 대한 정확안 

성능과 용량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클라이언트

 또는 고성능 워크로드를 지원하도록 

손쉬운 용량 증가 또는 확장성이 

제공됩니다. 확장성은 다운타임 없이 

QXS 시리즈 스토리지 어레이의 

모든 구성 버전에서 제공됩니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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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시 종류 2U12, 2U24 2U12, 2U24, 5U84

 Raid 컨트롤러 듀얼 액티브/액티브 듀얼 액티브/액티브

 컨트롤러 당 포트 2 4

 인터페이스 옵션 8/16G FC & 10G iSCSI 8/16G FC & 10G iS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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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XS 스토리지 어레이 추가를

통한 고성능 제공

퀀텀 QXS 온라인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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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Next 파일 시스템

E-NetFC워크스테이션 및 

사용자는 NAS를 통해 

연결 가능합니다.

16Gb FC 또는 10GbE를 통한

워크스테이션 연결

노드를 추가하여

사용자 액세스 확장

저렴한 비용의 니어라인 스토리지를

StorNext 네임스페이스에 추가

StorNext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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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스토리지 자산 가치 창출

대부분의 스토리지 벤더는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몇 가지 구성 옵션만 제공합니다. 액세스와 보존이 필요한 콘텐츠의 기하 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특정 

환경이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설계 할 수 없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됩니다. QXS는 동일한 섀시 내에서도 다양한 하드웨어를 

선택적으로 구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 및 필요한 용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QXS를 통한 비디오 워크플로우 

속도 향상

퀀텀 QXS 스토리지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와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환경의 

프로덕션 스토리지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섀시 당 최대 8개의 포트, 내부 12G SAS 연결 및 

빠른 멀티 코어 프로세싱을 갖춘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은 이전 세대 섀시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객이 

비디오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위해 QXS와 

StorNext를 함께 사용함에 따라, 순차적인 I/O          

성능에 맞게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최적화  

했습니다.

         

24/7/365 비즈니스 운영 유지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에서 스토리지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복잡한 비즈니스 운영의 최종 

아웃풋을 지원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보다 많은 개인이 콘텐츠를 공동 작업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시간에 맞춰 결과물을 

제공할수 있도록 스토리지 솔루션의 안정성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듀얼 액티브 / 

액티브 컨트롤러, 핫스왑 가능 전원 공급 장치 및 

하드 드라이브 등 안정적인 사양을 갖춘 QXS 

스토리지 어레이는 단일 장애 지점이 없으며 

업계 최고의 신뢰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중단없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상용면적 절감

데이터센터 상용면적을 최소화해야하는 

고객을 위해 QXS는 최대 5.4PB까지 구성하여 

대규모의 액세스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센터 사용면적 절감은 

전력 및 냉각 비용 절감이라는 추가 이점을 

제공합니다.     

퀀텀 QXS 특장점

필요한 연결 속도 및 

인텔리전스 보장

스토리지 용량 극대화.

업계 최고밀도의 어레이. 어레이 당 최대 5.4PB

광범위한 SSD 및

HDD 옵션

2U242U12

2U24 5U842U12 2.5” HDD 3.5” HDD

2.5” HDD 3.5” HDD

SSD

QXS-3

비용 효율적인 성능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옵션

iSCSI • FC

성능

섀시

밀도

드라이브

용량

QXS-4

고성능



퀀텀의 기술과 서비스는 고객이 디지털 콘텐츠를 캡처하고 생성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 비용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지원합니다. 퀀텀의 플랫폼은 고성능 인제스트에서 실시간 협업 및 분석, 저비용 아카이빙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를 위해 

구축 된 솔루션을 통해 고해상도 비디오, 이미지 및 산업용 IoT에 대해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바탕으로 퀀텀은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연구소, 정부 기관,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과 함께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quantum.com/kr 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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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QXS-312  QXS-324  QXS-412  QXS-424  QXS-484

    
 온라인 스토리지 - 비디오 SAN 

    비실시간 운영, 트랜스코딩,

 구축사례    
실시간 운영

     렌더링, 전문 구성 

          (Flash, 다중 LUNs)

 최대 Raw 
768  1,474.6  1,920  3,686.4  5,376

 용량(TB)

 최대 디스크
 48  96  120  240  336

 드라이브

        600TB 10k RPM 2.5” SAS  

        600TB 10k RPM 2.5” SAS SED  1.2 TB 10k RPM 3.5” NL-SAS

  4TB 7.2k RPM 3.5” NL-SAS    4TB 7.2k RPM 3.5” NL-SAS  1.2TB 10k RPM 2.5” SAS  1.8 TB 10k RPM 3.5” NL-SAS

  8TB 7.2k RPM 3.5” NL-SAS    8TB 7.2k RPM 3.5” NL-SAS  1.2TB 10k RPM 2.5” SAS SED  2.4 TB 10k RPM 3.5” NL-SAS

  8TB 7.2k RPM 3.5” NL-SAS SED    8TB 7.2k RPM 3.5” NL-SAS SED  1.8TB 10k RPM 2.5” SAS  4TB 7.2k RPM 3.5” NL-SAS

 지원  10TB 7.2k RPM 3.5” NL-SAS  600GB 10k RPM 2.5” SAS  10TB 7.2k RPM 3.5” NL-SAS  2.4TB 10k RPM 2.5” SAS  8TB 7.2k RPM 3.5” NL-SAS

 드라이브 종류 12TB 7.2k RPM 3.5” NL-SAS  1.2TB 10k RPM 2.5” SAS  12TB 7.2k RPM 3.5” NL-SAS  800TB 3DWPD 2.5” SSD  8TB 7.2k RPM 3.5” NL-SAS SED

  12TB 7.2k RPM 3.5” NL-SAS SED  2.4TB 10k RPM 2.5” SAS  12TB 7.2k RPM 3.5” NL-SAS SED  800TB 3DWPD 2.5” SSD SED  10TB 7.2k RPM 3.5” NL-SAS

  14TB 7.2k RPM 3.5” NL-SAS    14TB 7.2k RPM 3.5” NL-SAS  1.6TB 3DWPD 2.5” SSD  12TB 7.2k RPM 3.5” NL-SAS  

  16TB 7.2k RPM 3.5” NL-SAS    16TB 7.2k RPM 3.5” NL-SAS  1.92TB 1DWPD 2.5” SSD  12TB 7.2k RPM 3.5” NL-SAS SED  

        3.84TB 1DWPD 2.5” SSD  14TB 7.2k RPM 3.5” NL-SAS

        7.68TB 1DWPD 2.5” SSD  16TB 7.2k RPM 3.5” NL-SAS

        15.36TB 1DWPD 2.5” SSD

 폼팩터    2U     5U

 유닛 당 드라이브 12  24  12  24  84

 
확장

  2U 폼팩터    2U 폼팩터   5U 폼팩터

   RAID 당 최대 3개    RAID 당 최대 9개   RAID 당 최대 3개

 권장 RAID 구성     RAID 6

 I/O 인터페이스  
16Gb 파이버 채널 또는 10Gb 이더넷 포트 4개    16Gb 파이버 채널 또는 10Gb 이더넷 포트 8개

 옵션

 시스템 메모리     16GB (컨트롤러 당 8GB)

 Fibre 채널 

 연결성을 위한     Windows, Linux, Mac OS 

 지원 운영 시스템   

 기능    손쉬운 웹 기반 관리 인터페이스. CLI 관리 인터페이스. 무중단 업데이트. 볼륨 확장.

 높이    3.46” (8.79cm)     8.75” (22.23cm)

 무게    17.44” (44.3cm)     17.5” (44.45cm)

 깊이    24.8” (63.0cm)     38.62” (98.09cm)

 최대 중량 71lb (32kg)  66lb (30kg)  71lb (32kg)  66lb (30kg)
  섀시 180lb (82kg)

          드라이브 포함 298lb (135kg)

 전력
    100V - 200V AC 50Hz/60Hz     200V-240V AC 50Hz/60Hz

     (346W 최대 연속)     (1,047W 최대 연속)

 BTU/hr    1,181     3,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