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산 시스템 가용성 최대화를 위한 초고속 백업 및 즉각적인 복구

�  오프라인 보호를 위해 에어갭(air-gapped)된 사본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는 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

�  대규모 확장 및 최고의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하는 ActiveScale 소프트웨어 정의 오브젝트 저장소

�  3-2-1-1-0 모범 전략을 통해 데이터 손실, 재해 및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 보호

�  비즈니스 및 데이터의 성장에 따라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단위로 확장

특장점

 
 

 

구성 요소

  
 

VEEAM을 위한 퀀텀 스토리지
3-2-1-1-0 데이터 가용성 제공

완벽한 End-to-End 제품 라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3-2-1-1-0 

모범 전략을 통해 Veeam full-stack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단일 벤더

데이터 삭제 최대화를 위한 
고속 중복제거
랜딩 존(landing zone)의 

번거로움 없는 고성능 가변 길이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 제공

Veeam Data Mover(VDMS) 지원
Veeam 구축 및 관리 용이성, 

synthetic full 지원, IVMR(Instant Virtual

Machine Recovery) 등

랜섬웨어로부터 보호
보안된 Active Vault 또는 Secure Snapshot을 

생성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자가 치유, 높은 확장성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용 효율적인 

온프레미스 대안인 ActiveScale Object 

Storage 소프트웨어

Veeam Ready 통합
모든 Veeam 기능을 위해 

Veeam 리포지토리로 사용할 수 있는 

DXi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DXi®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Veeam Data Mover Service와 통합되어 

데이터 감소 없이 초고속 백업 및 즉각적인 

복원 기능 제공

Scalar® 테이프 어플라이언스

간단한 몇가지 단계를 통해 랜섬웨어로부터

오프라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테이프 구축

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뛰어난 내구성, 안정적, 장기 스토리지; 

Veeam Ready 영구적인 데이터 오브젝트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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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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Quantu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Quantum, the Quantum logo, DXi, and Scalar are registered trademarks, and ActiveScale is a trademark, 
of Quantum Corporation and its affiliates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3-2-1-1-0 백업 모범 전략 준수

� 3: 복사본 

� 2: 다른 유형의 미디어 

� 1: 오프사이트 사본

� 1: 오프라인 사본

� 0: 장애 - Quantum Proactive Monitoring

� 하나의 하드웨어 벤더

Veeam Data Mover

WAN

프록시 서버 [DR]

DXi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DR]

DXi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프록시
서버

백업 서버

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Scalar 테이프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능

Veeam Data Mover 서비스와 

DXi 통합

VDMS는 전체, 증분 및 synthetic fulls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관리하여 Veeam 백업 서버, 네트워크 

및 기본 스토리지를 위한 리소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Veeam-ready 리포지토리" 가변 길이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로 데이터 감소를 극대화합니다.

운영 원리

A.  DXi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 Veeam Data Mover와 통합하여 초고속 백업 및 즉각적인 복구 제공

 � 인라인 가변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 데이터 감소 극대화, 디스크 사용량 및 

  비용 절감

 � WAN에서 DR 사이트 및 클라우드로의 효율적인 데이터 이동 지원

B.  Scalar 테이프

 � Active Vault를 통해 라이브러리의 보안된 파티션으로 테이프 자동 이동

 � LTO 자동화에서 최고의 스토리지 밀도, 단일 랙에서 GB 당 최저 비용

 � AES 256비트 암호화, WORM 기술, 멀티팩터 인증을 통한 울트라 액세스

  컨트롤을 갖춘 최저 비용의 가장 안전한 스토리지 계층

 � 안전한 오프라인 스토리지로 테이프를 장기간 보존하고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는 최상의 선택

C.  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 대규모 확장성과 최고의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오브젝트 저장소

 � 자가 치유, 뛰어난 확장성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스템

 � 간단한 배치 및 관리

 � Veeam Ready 데이터 영구 스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

랜딩 존(Landing Zone) 불필요

컨트롤을 잃고 데이터가 랜딩 존 또는 중복 제거 존에 

남아 있는지 어플라이언스가 결정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Veeam Accelerated Data Mover 및 

synthetic fulls, IVMR 등과 같은 Veeam 고급 기능을 

지원하는 100 % 중복 제거 솔루션을 사용해 보세요.

ActiveScale 오브젝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는 불변성을 갖춘 Veeam Ready Object 

아카이빙을 위한 데이터 영구 스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Scalar 테이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테이프 라이브러리: Veeam 

환경에서 테이프를 빠르고 쉽게 구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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