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특징 및 장점

연결 옵션

FC, iSCSI, iSER/ RDMA, 및 IB를 통해 클라이언트 

연결

확장가능한 성능

macOS, Windows 및 Linux 간 병렬 액세스

고성능 스토리지 서비스

단일 스트림에서 초당 최대 23GB, 2,500개의 병렬 

스트림에서 밀리 초 미만의 지연 시간, 6,500개의 

동시 스트림 지원

유연한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

배포 옵션은 어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 작업 데이터 세트별로 성능 계층 조정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자동 관리

고성능 계층에서 니어 라인 계층으로 데이터를 

유동적으로 이동하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데이터 보안, 무결성 및 접근성 보장

Open API를 통한 에코시스템 통합 및 지원

StorNext는 표준 APIs를 제공하는 POSIX 호환 

파일시스템으로, 인증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과 

통합 지원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o/stornext

StorNext® 파일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Insight)를 얻는 시간을 단축하세요. StorNext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발전에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성능 및 용량에 대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놀리식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스토리지 다각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가상화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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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스템은 처리량 성능을 제공 할 수 있지만, 밀리 초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수천 개의 병렬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스템은 용량을 제공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가장 적절한 성능과 비용 조합을 지원하는 미디어로 동적으로(dynamically)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스템은 저렴한 스토리지에 장기 보존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이동을 자동화하고 

온 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무결성, 탄력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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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NEXT 솔루션

StorNext는 데이터 생성부터 끝까지 전체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제공합니다. NVMe 또는 

SSD에서 HDD, 테이프 또는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스토리지 미디어간에 이동함에 따라 StorNext는 

지속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성능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StorNext는 스토리지 연결에 

직접 iSER / RDMA 또는 IB를 레버리지하여 최대 23GB/s의 단일 스트림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미디어는 밀리 초 미만의 지연 시간을 위한 NVMe 또는 SSD 플래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제스트 및 스트리밍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천 개의 병렬 스트림이 지원됩니다. 더 이상 

데이터에 성능 요구 사항이 없으면 정책에 따라 저비용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보존해야하는 경우, 데이터는 복사되거나 퀀텀 LTO 지원 테이프 

라이브러리, 온 프레미스 ActiveScale™ 오브젝트 저장소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S3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클라우드의 S3에 배치 된 데이터는 self-describing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클라우드의 데이터에 대해 분석 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레버리지하고, 부서 또는 

조직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인프라 노후화 또는 벤더의 제약이나 종속으로부터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는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기능

결론

스토리지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성능 부족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StorNext 파일 시스템 플랫폼은 이 모든 경우를 위한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확장성 및 포괄적인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을 갖춘 StorNext의 

고유한 조합은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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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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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능 설명

 StorNext 클라이언트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낮은 대기 시간과 최고의 성능 액세스가 필요한 이더넷 또는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가능. 

  MAC, Windows 및 Linux 지원

 클라이언트 연결성 FC, iSCSI, iSER/RDMA 및 IB를 레버리지하여 적절한 수준의 성능과 가치 제공

 데이터 서비스 

 FlexTier™ 단일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주 스토리지와 2차 스토리간 파일 및 폴더 이동 및 복사

 FlexSync™ 로컬 또는 원격 복제본 생성을 위한 간단한 고성능 데이터 복제 툴

 파일 시스템 풀 추가 비용 없이 최적화 된 성능을 위해 여러 클래스의 미디어로 기본 볼륨 생성

 클라이언트 액세스 컨트롤 파일, 디렉터리 또는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어하고(Locking)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보호

  QoS 고객의 필요와 우선 순위에 따라 대역폭 할당 컨트롤

 Quotas 사용자, 그룹 및 프로젝트별로 파일 시스템 용량 할당에 대한 리포트 및 컨트롤

 소프트웨어 관리 

 Web GUI StorNext 파일 시스템 환경 및 디바이스에 대한 간단한 관리

 클라우드 분석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Web API 및 CLI StorNext에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다양한 CLI command를 통해 

  일반적인 작업 자동화

 관리자 역할 관리 기능에 대한 세분화된 컨트롤 및 위임

 액세스 컨트롤 Active Directory, LDAP 및 Apple Open Directory 지원

 Self-Describing 오브젝트 별도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경로를 사용하여 온 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S3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StorNext와 독립적으로 

  데이터 액세스 가능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할당 스토리지에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결정하는 특허받은 지능적인 스토리지 할당 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성능을 극대화하고 고급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StorNext의 고유한 접근 방식

 확장가능한 네임스페이스 최대 60억개의 파일을 지원하는 StorNext

주요 파일 시스템 구축 사례

고성능 컴퓨팅

•  대용량 데이터 인제스트

•  지연 시간에 민감한 워크플로우

데이터 스트리밍

•  여러 클라이언트로 병렬 스트리밍

인공 지능(AI)

•  AI 교육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세트

데이터 분석

•  AI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스트리밍하여 

    결과 또는 작업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