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에 맞게 설계 된

퀀텀의 DXi 어플라이언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성능: 초고속 인제스트, 복구

DXi는 시스템 성능의 모든 측면을 가속화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용 SSD가 

장착되어 목적에 맞게 설계 된 고속 백업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최대 64TB/h

와 DXi Accent™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대 99TB/h의 지속적인 

성능을 제공하여 더욱 빨라진 백업 속도와 복구 속도를 제공합니다.

밀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높은 밀도로 설계

8TB & 12TB(최신) HDD가 포함되었으며, 스핀들 수 감소, 전력 및 랙 공간 

감소로 설치 공간 및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제 중복 제거 

팩터가 30 : 1 일 때, 논리적 용량은 10U 20PB에서 18U 60PB로 확장되며 

업계 최고의 확장 밀도를 제공합니다.

랜섬웨어 대응, 보호 및 복구

변경 불가능한 스냅 샷은 데이터를 격리하여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고 SLA를 충족시켜 줍니다.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복제

재해 복구를 위한 지속적인 네임스페이스 복제와 추가 비용 없이 보다 나은 

복제 및 세분화 기능(카트리지/파일 트리거 기반 + 스냅샷)이 제공됩니다. 

또한 RPO 및 RTO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확장성: 손쉬운 확장

모든 라이선스가 포함된 주문형 용량 확장(CoD)으로 라이선스 키를 통해 

빠르고 쉽게 TB를 추가할 수 있어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백업 소프트웨어(및 프로토콜)를 

추가하고 복제 변경 또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및 시스템 가용성

DDP(Dynamic Disk Pool), 이중 RAID 및 이중 Interconnect 및 패스 

페일오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DP를 통해 재구축 속도를 향상하고 

재구축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고밀도의 단점을 

피할 수 있어 백업 윈도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멀티 프로토콜 액세스

VTL/NAS/OST/VDMS를 결합합니다. Veeam (Veeam Ready 통합)과 

NetBackup 환경에서 가치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암호화된 복제, 감사 가능한 로그, 액세스 제어 포함.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소프트웨어 암호화 

대비) 보안을 제공합니다.

고급 시스템 분석

최대 6년의 기록 정보, activity, redux, chargeback 등을 측정합니다. DXi 

보고 기능은 초단위로 업데이트된 보고를 제공합니다. 많은 고객들은 고급 

보고와 퀀텀 Vision® 관리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관리 기능 및 보고/경고 

알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선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고유한 통합

DXi는 백업 응용 프로그램 종류와 상관없이 기존 백업 아키텍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업 어플리케이션과 통합될 수 있고, 

NBU OST 와 Veeam Data Mover 와는 고유하게 통합됩니다.

퀀텀은 가변길이 중복제거 기술을 위한 IP를 발명했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복제거 기술은 백업 데이터의 양을 최대 90%까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제거 기술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여 재해복구를 위해 원격 사이트에 간단하고 

비용효율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하며 DXi® Secure Snapshot은 데이터 불변성과 신속한 복구를 제공합니다. 퀀텀 DXi는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단일 10U 랙 공간에 

대규모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글로벌 데이터 보호 전략을 실현시켜 줍니다. DXi 어플라이언스의 10가지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퀀텀 (NYSE:QTM)의 기술 및 서비스는 고객이 디지털 콘텐츠를 캡처, 생성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십 년 동안 이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퀀텀의 플랫폼은 

데이터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비디오, 이미지 및 산업용 IoT 데이터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퀀텀은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포츠, 연구소, 정부 기관,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과 함께 더 행복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퀀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quantum.com/ko 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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