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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소개

퀀텀은 고객이 데이터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퀀텀의 기술,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는 고객이 디지털 콘텐츠를 캡처하고 생성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보호 및 보존을 지원합니다. 퀀텀은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연구소, 정부 기관,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과 함께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QUANTUM. MAKING THE WORLD...

•  백업 및 DR을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 랜섬웨어 및 멀웨어로부터

 보호하는 오프라인 스토리지

• 영상 녹화 및 빌딩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하이퍼 컨버전스 보안 감시 플랫폼

• 운송 수단, 버스, 기차 등을 위한

 견고한 차량용 스토리지

• ADAS 분석을 위한 고성능 공유

 스토리지 

• 자율주행 차량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견고한 탈착식 차량용 스토리지

•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세트를 위한

 고성능 공유 스토리지

• 경제적인 장기 아카이브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
아카이브

영상관제 & 
IoT

• 세계 최대 스튜디오, 방송사, 

 포스트  프로덕션 기업을 위한

 고성능 공유스토리지

•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디지털 미디어

 아카이브를 위한 경제적인

 장기 스토리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 
차량 개발

과학 연구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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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위한 퀀텀 제품 및 서비스

퀀텀의 포트폴리오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와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세트는

고성능 공유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경제성 그리고 장기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는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은 아래와 같이 이러한 요구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백업 및 아카이브를 위한 퀀텀 제품 및 서비스

퀀텀은 또한 아래와 같이 랜섬웨어와 멀웨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백업 및 DR용 솔루션과 오프라인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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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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캡쳐, 
생성 및 업로드

콘텐츠
분산 및 작업

콘텐츠 작업 
완료 및 배포

향후 재사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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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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및 아카이브
유형별

데이터 보호 솔루션

 

•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고속 백업
• DR 보호를 위한 복제
•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변 중복제거
• 용도에 맞게 설계된 사용이 용이한 어플라이언스

가상 & 물리적 환경

복제기능을 갖춘
DXi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

• 랜섬웨어로 부터 오프라인 보호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장기 보존
• 최저 비용

Scalar 테이프 스토리지

주 스토리지

백업
어플리케이션

CDP 또는
Near-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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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