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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퀀텀 F-Series는 NVMe 장착 플래시 모듈을 기반으로 한 초고성능 주 스토리지입니다. 퀀텀 Xcellis® 어플라이언스와 

StorNext®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F-Series는 고해상도 필름 형식, 영상 또는 유사한 고대역폭 

데이터의 동시 스트림을 처리하는데 탁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여러 일반적인 구축 사례에 따른 고급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들은 

F-Series 스토리지가 StorNext 에코시스템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퍼런스 용도를 

기반으로, 해당 아키텍처들은 특정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설계할 때 참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고객과 구축 사례의 성격이 각각 다르듯이, 본 문서 또는 모든 경우에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즉, 

F-Series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아키텍처는 간단한 고객상황을 가정한 가장 

일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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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F-Series 스토리지

퀀텀 F-Series는 스튜디오 편집, 렌더링 및 그 외 성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고성능, 고가용성 및 안정성을 갖춘 

스토리지 어레이입니다.

퀀텀 F-Series는 초고속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NVMe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대규모 병렬 작업을 지원합니다. 외부 

연결은 워크스테이션과 NVMe 스토리지 간에 직접 액세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파이버 채널 또는 RDMA over Ethernet을 

통해 이루어져 예측 가능한 초고속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SSD 및 HDD 스토리지 어레이에 비해 퀀텀 F-Series는 훨씬 빨라진 성능을 갖췄으며 데이터 센터 공간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NVMe 스토리지 어레이와 다르게 퀀텀 F-Series는 필름 해상도 및 프레임 당 파일의 raw 콘텐츠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8K 및 4K 콘텐츠의 성능 요구사항은 물론 다른 형태의 고속 비정형 데이터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F2000은 운영 서비스 기반의 온라인 스토리지(Tier-1)입니다. F2000은 핫 스왑이 가능한 컴퓨팅 캐니스터 2개와 최대 24

개의 이중 포트 NVMe 드라이브를 갖춘 2U 듀얼 노드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각 컴퓨팅 캐니스터는 모든 NVMe 드라이브에 

액세스가 가능하고 각각 최고 성능과 단일 장애 지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이 없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프로세싱 성능, 메모리 및 연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000은 46TB, 92TB 및 184 TB, 세가지 용량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위한 StorNext를 통해 용량 

및 성능이 통합되며 다양한 유닛이 배치됩니다. F2000은 StorNext의 메인 스토리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SSD 또는 

HDD를 통해 보다 저렴한 계층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F2000의 자세한 사양은 F-Series 데이터시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www.quantum.com/kr/f-series

그림 1 – F2000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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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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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ries 확장 모델

퀀텀 F-Series는 F-Series 시스템의 추가 구축만으로 용량과 성능 모두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StorNext는 단일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서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의 용량과 성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RAID 컨트롤러와 JBOD 확장                               

스토리지의 복잡한 배열, 또는 관련된 성능 병목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느 StorNext 환경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액세스 용량을 확장하는 것은 늘어나는 NAS 또는 클라이언트 대역폭을 위해 

StorNext 노드를 추가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F-Series 스토리지의 사용을 위해 이러한 확장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2 – 확장 모델

NAS를 통해 

워크스테이션 및 

사용자 연결 가능
32Gb FC 또는 100GbE를 통한 

워크스테이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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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의 니어라인 스토리지 외에도 추가로 초고속 NVMe 스토리지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F-Series를 보다 저렴한 SAS SSD 

또는 HDD 스토리지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orNext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에 단일 네임 스페이스를 

제공하며 운영 스토리지와의 계층화 기능을 적용하여 ‘콜드(Cold)’ 파일을 니어라인 계층으로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3 – StorNext 계층화

통합된 파일 기반의 네임스페이스

StorNext 주 스토리지 계층화

StorNext 데이터 보호 및 
2차 스토리지 계층화
(클라우드, 오브젝트, 테이프)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NVMe 스토리지 풀

HDD 스토리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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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다음은 퀀텀 F-Series 스토리지를 적용한 세개의 구축 사례(파이버 채널 환경, 이더넷 환경, 파이버 채널 및 이더넷 혼합 

환경)의 다이어그램입니다. F-Series는 혼합 환경에서도 구축할 수 있지만, 각 F-Series 시스템은 전용의 이더넷 기반 또는 

파이버 채널 기반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파이버 채널 기반 시스템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관리용으로만 사용되며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액세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가지 구축 사례 모두에 적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 StorNext 주 스토리지 계층화(StorNext 6.2 이상)는 콜드 데이터를 F-Series 스토리지에서 낮은 성능의 FC 또는 

 iSCSI 인터페이스 기반의 SSD 또는 HDD 기반 스토리지(예, (퀀텀 QXS 스토리지)로 자동 계층화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F-Series 스토리지 및 다른 스토리지는 사용자에 투명한 단일 파일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 집약적인

 구성이 필요한 경우, F- 시리즈는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 8K 비디오의 다중 스트림 및 매우 높은 프레임률 작업) 클라이언트에게는

 StorNext LFR(Limited Feature Release) 6.1.1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워크플로우가 이 요구사항에 해당된다면 

 퀀텀 에게 문의해 주세요. LFR의 변경 사항은 다음 StorNext 릴리즈 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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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와 같이, F-Series를 파이버 채널(FC) 기반의 StorNext 환경에 구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F-Series는 FC 장착 

어레이와 동일한 아키텍처에 적합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 F-Series FC 인터페이스는 8G, 16G와 마찬가지로 32G FC를 지원합니다. F-Series 스토리지의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2G FC를 지원하는 FC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특정 워크플로우 요구 사항에 따라 워크스테이션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32G 또는 이하의 속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각 F-Series 시스템의 모든 16개의 LUNs는 총 8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128개의 경로로 보입니다. ALUA

 (Asymmetric Logical Unit Access)가 활성화되면 이중화 된 경로의 절반은 “비최적”으로 정의됩니다. F-Series에

 액세스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멀티패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든 FC 기반의 StorNext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F-Series 스토리지(Xcellis Workflow Extender - WFE 포함)를 

 사용해야하는 모든 FC 클라이언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FC 패브릭존으로 구성합니다. NAS 및 DLC 클라이언트는 

  WFE 를 통해서 스토리지에 액세스하므로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직접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4 – 파이버 채널 레퍼런스 아키텍처

F-Series 구축: 파이버 채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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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ries 스토리지를 이더넷으로만 연결된 StorNext 환경에 통합하는 것은 관련된 신기술로 인해 FC보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의 규모와 사내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필요한 노력의 양이 

달라지지만 퀀텀 전문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F-Series를 이더넷 기반의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구축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F-Series 스토리지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는 최상의 성능을 위해 필요한 100GbE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필요에 따라서 50/40/25 및 10Gb에서 연결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 사양때문에 성능이 제한됩니다.

• 모든 StorNext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F-Series 스토리지 (Xcellis Workflow Extender 포함)에 액세스 해야 하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스토리지 네트워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NAS 및 DLC 클라이언트는 WFE를 통해

 스토리지에 액세스하므로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직접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스토리지 네트워크(스위치 및 NICs 모두)는 RoCE v2(RDMA over Converged Ethernet v2) 및 iSER 프로토콜 (iSCSI 

 Extensions for RDMA)을 지원해야 합니다. iSER는 iSCSI와 호환되지는 않지만 iSCSI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iSER는 명령 및 제어를 위해 iSCSI 시맨틱을 사용하지만, 데이터는 RDMA를 통해 직접 전송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NVMe 플래시 스토리지의 최고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RoCE v2 및 iSER는 대부분의 고속 이더넷

  스위치와 NICs에서 지원되지만 활성화 되어있어야 합니다.

• 현재 iWARP, Infiniband 및 TCP와 같은 다른 RDMA 전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RoCE v2를 구동하는 이더넷 네트워크는 Global Pause, Priority Flow Control 또는 Differentified Services를 사용하여  

 무손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배포될 문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림 5 – 이더넷 레퍼런스 아키텍처

F-Series 구축: 이더넷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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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파이버 채널 & 이더넷 혼합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존 파이버 채널(FC) 기반 StorNext 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FC & 이더넷 혼합 환경이 일반적이지만, 이더넷 환경과 

혼용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StorNext를 사용하면 오래된 스토리지 기술에서 최신 스토리지 기술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FC 기반 StorNext 시스템을 감안하여,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F-Series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서도 이더넷으로 구축된 환경의 모든 고려사항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요구 사항은

 이더넷 스토리지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세그먼트 또는 VLAN에만 적용됩니다.

• 기존 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연결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F-Series는 일반적으로(필수 상황은 아니지만) 

 별도의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존 FC 스토리지와 새로운 F-Series 스토리지 모두를 직접(예. NAS나 DLC를 통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WFE를

 포함한 클라이언트는 F-Serise가 도입된 FC SAN 및 이더넷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두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F-Series 구축: 파이버 채널 & 이더넷 혼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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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및 링크

퀀텀의 F-Series 스토리지, StorNext 소프트웨어 및 Xcelli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호환성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Series

제품 페이지: www.quantum.com/kr/f-series

문서 자료: www.quantum.com/documentation

StorNext 6

제품 페이지: www.quantum.com/kr/stornext

문서 자료: www.quantum.com/snsdocs

Xcellis

제품 페이지: www.quantum.com/kr/xcellis

문서 자료: www.quantum.com/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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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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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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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quantu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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