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N: 51000-023967-RS
201606 (KR)B

QNAP은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사양 및 제품 설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5 QNAP Systems, Inc. 모든 권한이 보유됨 
QNAP ® 및 기타 QNAP 제품 이름은 QNAP Systems, Inc.의 전매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설명서에서 언급된 그밖의 제품 
이름이나 회사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AMD, AMD 로고 및 이의 결합된 형태는 Advanced Micro Devices, Inc의 상표입니다.

Systems, Inc.
전화: +886-2-2641-2000   팩스: +886-2-2641-0555 이메일: qnapsales@qnap.com
주소: 3F, No.22, Zhongxing Rd., Xizhi Dist., New Taipei City, 221, Taiwan

네덜란드(웨어하우스 서비스)
이메일：nlsales@qnap.com
전화：+31(0)107600830

독일
이메일：desales@qnap.com
전화：+49-89-381562991

대만(본사)
이메일: qnapsales@qnap.com
전화: +886-2-2641 2000

중국
이메일：cnsales@qnap.com.cn
전화：+86-400-628-0079

태국
이메일：thsales@qnap.com
전화：+66-2-5415988

미국
이메일：usasales@qnap.com
전화：+1-909-595-2782

TVS-ECx80U-SAS 시리즈

TS-ECx80U-RP 시리즈

모델
TS-EC2480U-RP TS-EC1680U-RP TS-EC1280U-RP TS-EC880U-RP

TS-EC2480U-RP-4G TS-EC1680U-RP-4G TS-EC1280U-RP-4G TS-EC880U-RP-4G

CPU Intel® Xeon® E3 쿼드 코어 3.4GHz

메모리
4GB DDR3 ECC(최대 32GB)
4GB NON ECC(최대 32GB)

드라이브 * 24 x 3.5" / 2.5" 16 x 3.5" / 2.5" 12 x 3.5" / 2.5" 8 x 3.5" / 2.5"

드라이브 유형 SATA 6Gb/s 및 3Gb/s, 핫 스와퍼블

LAN 포트 GbE 4개(GbE 최대 8개 또는 10GbE 4개와 GbE 4개) 

PCI-E 슬롯 2

HDMI / USB 3.0 / 
USB 2.0 / eSATA 1 / 4 / 4 / 0

사용자 / 그룹 / 공유 폴더 4096 / 512 / 512

동시 연결 최대 수(CIFS) 1500

IP 카메라 최대 수 기본값 8 / 최대 80(옵션)

QNAP 확장 인클로저 최대 8개 REXP-1600U-RP / REXP-1200U-RP

SSD 캐시

하드웨어 트랜스코딩

가상화 스테이션

* 설계와 규격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HITACHI HUS 포함724020ALA640  하드 드라이브 설치됨

모델
TVS-EC1280U-SAS-RP-16G TVS-EC1680U-SAS-RP-16G TVS-EC2480U-SAS-RP-16G TVS-ECx80U-SAS-RP-16G

TVS-EC1280U-SAS-RP-8GE TVS-EC1680U-SAS-RP-8GE TVS-EC2480U-SAS-RP-8GE TVS-ECx80U-SAS-RP-8GE

CPU Intel® Xeon® E3-1246 v3 제품군 3.5 GHz 쿼드 코어 프로세서

메모리(RAM)
시스템 메모리: 16GB DDR3 RAM / 메모리 모듈 사전 설치됨: 8GB 2개

시스템 메모리: 8GB DDR3 RAM / 메모리 모듈 사전 설치됨: 4 GB 2개
총 메모리 슬롯: 4 / 최대 확장 가능한 메모리: 32GB(8GB 4개)

USB 2.0/3.0 4/4

내장 하드 드라이브
12 x 2.5" 또는 3.5" SAS 12Gbps, SAS/

SATA 6Gb/s, 3Gb/s HDD/SSD
16 x 2.5" 또는 3.5" SAS 12Gbps, SAS/

SATA 6Gb/s, 3Gb/s HDD/SSD
24 x 2.5" 또는 3.5" SAS 12Gbps, SAS/

SATA 6Gb/s, 3Gb/s HDD/SSD

9 x 2.5" 또는 3.5" SAS 12Gbps, SAS/
SATA 6Gb/s, 3Gb/s HDD/SSD

6 x 2.5" SAS/SATA SSD

원시 용량 72TB 96TB 144TB 60TB

인터페이스 SAS 12Gb/s  SAS/SATA 6Gb/s

10/100/1000Mbps 4

10Gbps 지원(옵션, 최대 4개)

PCIe 슬롯 2(1xPCIe Gen3x8, 1xPCIE Gen2x4)

내부 캐시 사전 설치된 256GB mSATA 모듈

폼 요소 2U, 랙마운트 3U, 랙마운트 4U, 랙마운트 2U, 랙마운트

크기 
(DxWxH)mm 88 x 442.5 x 530.5 130 x 442.5 x 530.5 176.15 x 442.5 x 530.5 88 x 442.5 x 530.5

전원 400W(중복) 650W(중복) 650W(중복) 400W(중복)

팬 스마트 팬 4개(6cm 12V DC) 스마트 팬 4개(8cm 12V DC) 스마트 팬 4개(8cm 12V DC) 스마트 팬 4개(6cm 12V DC)

무게(순무게/총무게) 
kg

14.18 kg/31.26 lb
21.41 kg/47.20 lb

18.3 kg/40.34 lb
24.18 kg/53.30 lb

23.08 kg/50.88 lb
28.56 kg/62.96 lb

14.18 kg/31.26 lb
21.41 kg/47.20 lb

소음 *
사운드 레벨(dB) 사운드 

압력(LpAm)(바이스탠드 
포지션): 55.3dB

사운드 레벨(dB) 사운드 
압력(LpAm)(바이스탠드 

포지션): 40.1dB

사운드 레벨(dB) 사운드 
압력(LpAm)(바이스탠드 

포지션): 48.3dB

사운드 레벨(dB) 사운드 
압력(LpAm)(바이스탠드 

포지션): 55.3dB

전원 
전력 소비 *

절전 모드: 111.26
작동 중: 178.65 W

절전 모드: 136.57
작동 중: 212.51 W

절전 모드: 144.82
작동 시: 351.21 W

절전 모드: 130.72
작동 중: 250.21 W

40GbE
   10GbE

40GbE
준비됨

6 x 2.5” SSD
9 x 3.5” SSD/HDD

TVS-ECx80U-SAS-RP

TVS-x80U-SAS / SATA Qtier™ 
vNAS 12Gbps SAS JBOD 
REXP-x20 시리즈 
SSD, 12Gbps SAS에 최적화된 성능과 대용량 SATA HDD를 활용하는 자동 계층화 
NAS를 통합한 세계 최초의 Intel Xeon E3 CPU

SSD
초고성능

SAS
고성능

HDD
대용량

TVS-EC2480U-SAS-RP

REXP-1220U-RP REXP-1620U-RP 

TS-EC1280U-SAS-RP TVS-EC1680U-SAS-RP

TVS-ECX80-SAS-RP 시리즈

REXP-x20 JBOD 확장 시리즈

Ready
10GbE

SSD
cache

256GB

support

ECC
RAM2.5” 3.5”

SAS
12Gb/s

SAS
Storage
Expansion

256GB SSD 캐시 가속화를 갖춘 계층화된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함

가상 컴퓨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Virtualization Station 

및 Container Station

iSCSI, NFS 및 Samba를 지원하는 통합 스토리지 관리 

총 1024TB의 기본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JBOD에서 

스토리지를 최대 8대까지 확장

ECC & 비-ECC RAM을 지원하여 수요와 비용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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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olt 기술을 구현한 TVS-ECx80U-SAS-RP
에서는 12Gbps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3Gbps 드라이브와 6Gbps 드라이브의 
대역폭을 자동으로 집계함으로써 6Gbps SAS 
드라이브의 처리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그 
결과 기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S-ECx80U-SAS-RP는 내장된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4개를 제공하고 10GbE 네트워크 어댑터를 
설치하여 10기가비트 고속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일부 작업량에 대해 10GbE가 부족한 경우 
TVS-ECx80U-SAS-RP는 10/40/56기가비트 이더넷으로 연결되는 Mellanox® ConnectX-3 Pro 어댑터 
카드를 지원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및 스토리지 이더넷 상호연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내장된 고성능 I/O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월등히 높아진 처리량으로 가상화 가속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40GbE 사양의 TVS-ECx80U-SAS-RP의 유연한 고속 스토리지 네트워크에서 많은 
이점을 활용하여 업무에 중요한 IT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Qtier™ 기술로 자동 계층화 가능

12Gbps DataBolt™의 장점

TVS-ECx80U-SAS-RP에 40GbE 지원

QTS Storage Manager에 사용하기 쉬운 웹 기반 스냅샷 
도구가 추가되어 TVS-ECx80U-SAS-RP에 있는 데이터의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백업하거나 복원할 수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의 분실을 방지해줍니다. 볼륨과 LUN 둘 다 
스냅샷으로 촬영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만 복사해서 볼륨/LUN 
스냅샷을 효율적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볼륨/LUN 
스냅샷을 로컬 볼륨으로 신속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열려 있을 때라도 RTRR/rsync를 통해 백업하기 전에 
볼륨 스냅샷이 자동으로 촬영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TVS-ECx80U-SAS-RP에는 128GB mSATA 모듈 2개가 사전 
설치되어 있으며 캐싱용으로 SSD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SSD를 설치함으로써 스토리지 볼륨의 
IOPS 성능을 놀랄 만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나 가상화처럼 IOPS가 필요한 작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능입니다. 내부 캐시 포트는 보다 큰 저장 용량을 위해 
하드 드라이브 트레이 공간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볼륨 및 LUN 스냅샷 복원이 간소화되었습니다

SSD 캐시 가속

QNAP의 유연한 볼륨은 NAS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고 유연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차세대 볼륨은 여러 RAID 그룹 보호 기능이 
있는 스토리지 풀링, 공간 회수 기능이 있는 씬 
프로비저닝 볼륨, 블록 레벨의 iSCSI LUN, 그리고 
온라인 용량 확장과 같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QTS 스토리지 관리자는 시스템 
스토리지 관리용 도구 및 옵션을 깔끔하게 나타내 
NAS 용량 확장 과정 및 QNAP RAID 확장 인클로저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강력한 QNAP의 유연한 볼륨

TVS-ECx80U-SAS-RP의 마더보드 드로어는 탈착이 가능해서 IT 
관리자는 RAM, 내부 캐시나 40GbE 어댑터, 기타 구성부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할 때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랙 캐비닛에서 무거운 TVS-ECx80U-SAS-RP를 빼낼 
필요 없이 마더보드 자체를 빼서 교체할 수 있어서, 특히 랙 
캐비닛이 여러 개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TVS-ECx80U-SAS-RP를 
유지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유지 관리가 용이한 탈착 가능한 마더보드 드로어어

QNAP의 Qtier 기술 적용으로 TVS-ECx80U-SAS-RP에서는 스토리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동 계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TVS-ECx80U-SAS-RP에서는 자동 계층화를 이용해서 
핫 데이터는 고성능 스토리지 계층으로, 콜드 데이터는 저비용 고용량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TVS-ECx80U-SAS-RP가 매우 효율적인 공유 리소스가 됩니다. TVS-ECx-
80U-SAS-RP를 사용하면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비싼 플래시 기술에 큰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없으면서 독보적인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적은 TCO의 이점은 여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래시 / SSD SAS 드라이브 SATA 드라이브

핫 웜 콜드

초고성능 고성능 고용량

JBOD
QNAP 확장 인클로저

12Gb/s SAS 12Gb/s SAS

6Gb/s SAS RAID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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