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Series NVMe 
스토리지

주요 특징 및 장점

기존 플래시 스토리지보다 수십배 빠른 스토리지

NVMe는 기존 플래시 스토리지에 비해 훨씬 빠르며, 

대량의 병렬 액세스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대해 매우 

낮은 대기 시간과 즉각적인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인프라 비용 및 복잡성 감소

퀀텀 F-Series는 파이버 채널 또는 이더넷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지연 시간이 짧은 액세스를 제공하여 

저렴한 이더넷 인프라로 SAN 성능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랙 공간으로 성능요건 충족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의 HDD 

또는 SSD를 사용해야 했던 사용자는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재확보 할 수 있습니다.

퀀텀 StorNext® 파일시스템과의 유기적인 통합 

워크스테이션 및 어플리케이션에 파일 형식의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전체 미디어 제작 

시스템 환경에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통합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r/f-series

퀀텀 F-Series는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스튜디오 편집, 렌더링 및 그 외 성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고성능, 고가용성 및 안정성을 갖춘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퀀텀 F-Series는 초고속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NVMe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대규모 

병렬 작업을 지원합니다. 최신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 네트워킹 기술을 

채택하여 워크스테이션과 NVMe 스토리지 디바이스간 직접적인 액세스를 통해 빠르고 예측 

가능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아키텍쳐는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SSD 및 HDD 스토리지 어레이에 비해 퀀텀 F-Series는 훨씬 빨라진 성능으로, 사용자가 

성능저하 없이 파이버 채널 SAN 인프라에서 이더넷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센터 

공간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NVMe 스토리지 서버와 다르게 퀀텀 F-Series는 비디오 및 비디오 형태의 데이터 세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UHD 콘텐츠, 고해상도 이미지 및 비정형 데이터의 성능 요건을 쉽게 

충족시킵니다. 

비디오 콘텐츠 및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세트의 

편집, 렌더링, 프로세싱을 위한 

가장 빠른 스토리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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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F-Series 제품 개요

퀀텀의 F-Series는 두개의 다른 시스템, F1000과 F2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퀀텀 F-Series 소프트웨어: 퀀텀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구동

퀀텀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은 퀀텀 F-Series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퀀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비디오 및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세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퀀텀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은:

  • 소프트웨어 정의: 베어 메탈, VM 또는 클라우드에서 구동. 하드웨어  의존성 없음.

  • 고가용성: 액티브/액티브 클러스터, 패일오버 및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보호 기능 포함

  • 짧은 지연시간 및 빠른 스트리밍 성능을 위한 조정: 비디오 및 비디오 형태의 데이터용으로

      설계된 퀀텀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을 통해 비디오에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 서비스 제거. 

      아키텍쳐 효율성 및 스토리지에 대한 스트리밍 성능 극대화.

F-Series에 기술적 기능이 추가되어 디바이스는 여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태 모니터링, 

RAID 세트 생성, 스토리지 네트워크 구성 등 광범위한 스토리지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GUI에 의해 관리됩니다. 또한 Cloud-Based Analytics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F-Series를 기반으로 구축된 스토리지 환경을 더욱 쉽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퀀텀 F-Series구축 사례

이중 1800 W PSUs

24개 듀얼 포트의 
세가지 용량 옵션:
• 46 TB (24 x 1.92 TB)

• 92 TB (24 x 3.84 TB)

• 184 TB (24 x 7.68 TB)

각 컴퓨팅 캐니스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2개의 Intel Xeon 6140 CPUs (18 코어/36 스레드)

• 256GB DRAM (32GB x 8 슬롯)

• 2개의 M.2 Boot 드라이브 (512GB)

• 2개의 100GbE 포트 (또는) 4개의 FC-32 G 포트

• 3개의 PCiE 슬롯

• 배터리백업

두 개의 핫스왑 컴퓨팅 캐니스터가 포함 된

듀얼 노드 서버

각 컴퓨팅 캐니스터는 24개의 전체 드라이브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F2000 Front

F2000 Rear

NAS를 통해 

워크스테이션 및 

사용자 연결 가능
32Gb FC 또는 100GbE를 통한 

워크스테이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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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Next File System

노드를 추가하여

사용자 액세스 확장

StorNext 네임스페이스에

저렴한 니어라인 스토리지 추가

추가 F-Series 서버를 통한

NVMe 스토리지 추가

F1000은 10개의 NVMe 드라이브가 포함 된 성능 최적화된 1U 단일 

노드 서버로 두가지의 용량(raw)으로 제공됩니다: 

  • 76.8TB (10 x 7.68TB)

  • 153.6TB (10 x 15.36 TB)

F2000은 NVMe 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단일 장애 지점이 없는 

고가용성, 고성능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F2000은 핫 스왑이 가능한 컴퓨팅 캐니스터 2개와 최대 24개의 이중 

포트 NVMe 드라이브를 갖춘 2U 듀얼 노드 서버 입니다. 각 컴퓨팅 

캐니스터는 모든 NVMe 드라이브에 액세스 할 수 있으며 각각 최고 

성능과 가용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세싱 성능, 메모리 및 연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000 어플라이언스는 최대 24개의 듀얼 포트 NVMe 드라이브를 

수용가능하며 다음 세가지의 용량(raw)으로 제공됩니다:

  • 46.1TB (24 x 1.92TB)

  • 92.2TB (24 x 3.84TB)

  • 184.3TB (24 x 7.68TB)

자세한 사양은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StorNext 공유 스토리지 환경에 F-Series를 도입하면, 현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병목현상 없이, SAN 또는 IP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의 데이터에 대한 직접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UHD 및 높은 

프레임 콘텐츠를 작업하는 모든 사용자를 위해 대기시간은 획기적으로 

낮추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워크스테이션 및 어플리케이션은 RDMA를 사용하여 

32Gb 파이버 채널 또는 100GbE 를 통해 NVMe 스토리지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CIFS/NFS를 사용하여 NVMe 스토리지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StorNext 서버 노드를 통해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추가 F-Series 스토리지 서버를 통해 NVMe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StorNext 파일 시스템 노드를 추가하여 사용자 

액세스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StorNext 공유 스토리지 환경 내에서 저렴한 SSD 또는 

HDD 스토리지로 니어라인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QUANTUM F-SERIES NVM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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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F-Series 특징

초고속 성능

데이터 처리 지연 없이 1,000개 이상의 노드 렌더 팜을 

지원하고, 단일 볼륨에서 여러 디지털 매개체에 재생을 

지원하며, 비압축 8K 콘텐트를 손쉽게 작업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때, 퀀텀 F-Series는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NVMe 성능 및 병렬 처리 

기능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미래를 위한 설계

퀀텀 F-Series는 본질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하는 NVMe와 플래시의 진정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병렬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퀀텀 F-Series는 네트워크 오버해드를 

  절감시키는 또 다른 네트워크 기술인 RDMA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스토리지에 대한 직접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IP 기반 워크플로우 및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기술 조합을 통해 입증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Series는 NVMeoF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NVMeoF

  프로토콜을 활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F-Series는 

  향후 더욱 향상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프라 비용 절감

고해상도, 높은 프레임 속도의 콘텐츠와 관련된 오늘날 

가장 까다로운 워크플로우는 여전히 SAN 기반의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이버 채널에는 이점이 있지만 

인프라 도입 비용과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퀀텀 F-Series는 

100GbE 네트워크 능력, 최첨단 RDMA 프로토콜 그리고 NVMe를 

통한 스토리지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결합하여 필요한 모든 성능을 

제공하는 보다 비용효율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전환할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센터 공간의 랙 공간 회수

 F-Series는 고밀도 폼팩터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이상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오버프로비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는 인프라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낮아짐에 따라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센터 공간 또한 축소되어 전체적인 인프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CPU 코어는 스토리지에 액세스 하기 위해

단일 HBA를 거쳐야 합니다.

NVMe 아키텍쳐

SAN 기반 스토리지 인프라
비용 구조

네트워킹
50%

고성능 SAN 워크로드를
100 GbE로 이동

스토리지
하드웨어

35%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15%
네트워킹

35%

스토리지
하드웨어

50%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15%

이더넷 스토리지 인프라
비용 구조

모든 CPU 코어는 자체 command-queue를 가질 수 있으며

SSD에 직접 통신이 가능합니다.

IOPS 달성을 위해 다수의 HDD 

스핀들을 사용하는 경우, 퀀텀 F-Series를 사용하면 

데이터센터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NVMeoF 아키텍쳐

원격 NVMe 드라이브

모든 CPU 코어는 RDMA를 통해 네트워크 상의 

모든 원격 NVMe 드라이브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모든 CPU 코어는 자체 command-queue를 가질 수 있으며

SSD에 직접 통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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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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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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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6 TB 7.68 TB

   7.68 TB 3.84 TB

    1.92 TB

  총 raw 용량 153.6 TB 184.3 TB

   76.8 TB 92.16 TB

    46.08 TBB

  총 usable 용량 76.8 TB 153.6 TB

   38.4 TB 76.8 TB

    38.4 TB

  연결성(이더넷 모델) 2개의 듀얼 포트 100Gb 이더넷 컨트롤러 당 1개의 듀얼 포트 100Gb 이더넷

   (시스템 당 총 4개의 포트) (시스템 당 총 4개의 포트)

  연결성(파이버 채널 모델) 2개의 쿼드 포트 32Gb 파이버 채널 컨트롤러 당 1개의 쿼드 포트 32Gb 파이버 채널

   (시스템 당 총 8개 포트) (시스템 당 총 8개 포트)

  I/O 온보드 시스템 당 2개의 10GBase-T 컨트롤러 당 2개의 10GBase-T

    (시스템 당 총 4개의 포트)

  관리 통합 IPMI 2.0 및 전용 LAN이 포함 된 KVM 통합 IPMI 2.0 및 전용 LAN이 포함 된 KVM

  물리적 사양 높이: 43mm (1.7”) 높이: 87.6mm (3.45”)

   너비: 437mm (17.2”) 너비: 446.4mm (17.58”)

   깊이: 597mm (23.5”) 깊이: 836.4mm (32.93”)

   무게 무게 

   Net 무게: 9.1kg (20lbs) Net 무게: 39.1kg (86.0lbs)

   Gross 무게: 15kg (33lbs) Gross 무게: 42.1kg (92.6lbs)

  전력 750W 이중화 전력 1800W 이중화 전력

  전원 100-140Vac / 8-6A / 50-60Hz 200-240Vac

   200-240Vac/ 4.5-3.8A / 50-60Hz

   200-240Vac / 4.5-3.8A (CCC Only)

  전원 장치 인증 Platinum Platinum

  운영 시 온도 10°C~30°C (50°F~86°F) 10°C~30°C (50°F~86°F)

  비운영 시 온도 -40°C~70°C (-40°F~158°F) -40°C~70°C (-40°F~158°F)

  운영 시 습도 8%~90% (비응축)  8%~90% (비응축)

  비운영 시 습도 5%~95% (비응축) 5%~95% (비응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