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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R 
i6000

Scalar i6000은 최고의 밀도와 19인치 폼팩터를 특징으로 최소 100개에서 12,006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 2.5 : 1 압축 가정

주요 특징 및 장점

iLayer 지능형 소프트웨어 :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통한 관리 업무 자동화, 다른 테이프 라이브러리 

제품에 비해 최대 75%의 관리시간 절감

액티브/액티브 듀얼 로봇 : 고가용성 및 빠른 성능을 

위한 두 개의 로봇 장착. 로봇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운영. 어플리케이션 무중단 로봇 교체 서비스

EDLM(확장형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 : 장기 

스토리지 / 아카이브 / DR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하는 독점적인 iLayer 기능.

StorNext® 매니저와 통합되어 아카이브 데이터 보호 

자동화

액티브 볼트 : 라이브러리의 액티브 테이프를 통해 

보안 및 볼트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용 및 카트리지 관리 최소화

고밀도 확장 모듈 : 단일 19인치 랙에 카트리지 

액세스 성능 저하 없이 12.5TB 저장 가능. 무중단 

벌크로딩, 고속 독립 카트리지 스캔/인벤토리 제공

고급 보고 : 미디어, 드라이브, 보안 레포팅을 통한 

라이브러리 효율 및 성능에 대한 이해도 증가. 자동 

보고 스케줄링 및 분산을 통한 시간 절약

경로 이중화(Path Failover) : 제어 경로 및 데이터 

경로 이중화 기능을 통한 SAN 패브릭 장애에도 

라이브러리 시스템 작동상태 및 액세스 유지 

RESTful 웹서비스 :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자동화하여 관리 시간 절약

Scalar 키 매니저 지원 : FIPS 인증 받은 솔루션을 

통한 손쉬운 암호 키 관리 및 데이터 손실 위험 감소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r/scalar

데이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IT 관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비용과 시간적인 

한계와 데이터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Scalar® i6000 

테이프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IT 

환경을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calar® i6000은 최대 360PB*까지 확장 

가능하며, 대형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환경을 

지원합니다. 주문형 용량 증설 방식(CoD)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고 

유연하게 까다로운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줍니다.

지능적이고 사전진단 기능을 갖춘 iLayer™ 관리 

소프트웨어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 관리시간을 

최대 75% 절감시켜 줍니다. 듀얼 로봇과 경로 

이중화 (Path Failover)와 같이 고가용성 기능을 

갖춰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또는 SAN 환경 내의 

장애에도 시스템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DLM(확장형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기능은 아카이빙 된 

미디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진단을 수행하여 보관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액세스 

컨트롤과 FIPS 보안 규약에 부합하는 암호화와 

같은 보안 기능은 데이터가 

어느 곳에 보관 되어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엔터프라이즈 아카이브, 재해 복구, 장기 데이터 보존을 위한 

지능형 테이프 라이브러리



퀀텀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20층

(02) 560-7400

www.quantum.com/kr
DS00417K-v17      Sept 2019

TECHNICAL SPECIFICATIONS

   전체 드라이브, 카트리지, 용량 범위

 드라이브 타입 미디어 타입 드라이브 카트리지 용량(TB)2

 LTO-8 LTO-8 (L8) 1 ~ 192 100 ~ 12,006 360,180

 LTO-8 LTO-8 (M8)2 1 ~ 192 100 ~ 12,006 270,135

 LTO-7 LTO-7 (L7) 1 ~ 192 100 ~ 12,006 180,090

 LTO-6 LTO-6 (L6) 1 ~ 192 100 ~ 12,006 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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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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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호환성

Scalar i6000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전체 목록은 www.quantum.com/kr 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호환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호환성 및 인증 

안전성 : TUV IEC-60950-1:2006 CB Scheme, 

   EN60950-1 2nd Edition

전자파 방출 : Class A: FCC CFR-47 Part 15, CISPR 22, EN55022,

  KN22, ICES-003

내성 :  EN55024, KN24

국제표준 : CE, cTUVus, KCC (MIC), GOST, VCCI, C-Tick

물리적 사양

드라이브 용량 및 성능      

 

보다 더 자세한 사양은 www.quantum.com/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IBM과 HP 모델 선택 가능

2. 2:1 압축 가정(LTO-5) 2.5:1 압축 가정(LTO-6, LTO-7)

고급 기능

고급 레포팅 : 미디어 정합성 분석 보고, 미디어 사용 보고, 드라이브 활용 보고,

  보안 보고 및 미디어 분리 통보, 자동 보고서 생성 및 배포 목록에 송부

펌웨어 자동 레벨링 : 라이브러리의 모든 테이프 드라이브에 일관된 펌웨어 수준 유지

액티브 볼트 : 라이브러리 내 아카이브 테이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비용 절감

  관리 시간 절감

  정책 기반의 테이프 반출(Export)

  데이터 보안 개선

확장형 데이터 수명 관리 : 장기 아카이브 및 DR을 위해 저장 된 카트리지에 대한 미디어 

(미디어 복구 무결성 체크) 상태 보고, 상태 정보는 정상적인 백업/복구 운영상태에서 수집됨

  테이프 스캔 일정 관리 자동화

  테스트 결과 보고

  새로운 카트리지로 정책 기반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StorNext Storage Manager 전용)

듀얼 로봇 : 라이브러리에 이중화 로봇을 추가하여 높은 가용성 확보

경로 이중화(Path Failover) : SAN fabric 내에서 제어 경로 장애 복구(C ontrol Path Failover),

  데이터 경로 장애 복구(Datta Path Failover) 지원

라이브러리 파티셔닝 : 테이프 통합을 위한 최대 16개 파티션 지원

주문형 용량 (CoD)

카트리지 슬롯 시작/증설 단위 : 100, 200, 400, 700, 1,500, 3,000, 5,000, 7,000, 9,000, 11,000

운영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 8Gb FC, 네이티브 8Gb FC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 : 드라이브와 연결 시 8Gb FC

인벤토리 속도 : 1분 12초, 4개 모듈 5분 미만 

구성 : 기 설치/추가된 구성요소의 자동 검색 및 간격 조정

  (모듈, 테이프, 드라이브, 매거진 등)

I/E 옵션*

컨트롤 모듈 : 1개의 I/E 스테이션에 24개 LTO 슬롯

확장 모듈 : 확장 모듈 당 0개, 24개, 72개 슬롯의 I/E 스테이션 옵션

최대 I/E 스테이션 슬롯 : 1,104 슬롯

확장 I/E :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스토리지 슬롯을 I/E 요소로 사용 가능

벌크 로드 / 언로드 : 라이브러리 운영에 영향이 없는 고밀도 확장 모듈(HDEM) 당 

  최대 540슬롯 지원

자동 Import : 카트리지가 특정 I/E 슬롯에 지정될 필요 없이, 사용자 정책에 따라

  여러 파티션으로 카트리지 자동 임포트

Export 재전송 : 사용자 정책에 따라 카트리지를 대량의 반출 영역 또는 

  액티브 볼트 영역으로 자동 재전송

* 논리 파티션 당 최대 240 I/E 요소 지원)

환경 

¹ 운영 스토리지는 라이브러리에 6개월 미만 동안 보관 된 테이프 카트리지를 의미합니다.

²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라이브러리에 6개월 이상 보간 된 테이프 카트리지를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 외부에서 테이프 카트리지 보관 또는 운송 환경 요구 사항은 LTO 컨소시엄 (www.lto.org)에서 제공하는 특정 LTO 테이프 

미디어 사양 또는 미디어 제조사에서 제공 한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및 전원

전력 : 100 VAC ~ 240 VAC, 2-24 kVA

  -48 VDC, <1 kVA (모듈 당)

전원 : 80 PLUS 인증 전원 공급

신뢰성 

라이브러리 MSBF : 3,000,000 이상

라이브러리 MTTR :  20분, 듀얼 로봇 교체 시 10분

전원 : 2N 전원 사용 가능(옵션)

진단 :   주요 시스템의 내장 모니터링, 자가 진단 절차, 정책 기반에 따라 

  퀀텀 글로벌 서비스 및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메일 및 호출 경보 알림

용량 구성

 
드라이브 유형

 
미디어 유형

 카트리지 용량 드라이브 전송
   네이티브/압축 2(TB) 네이티브/압축 2(MB/초)

 LTO-8 LTO-8 (L8) 12 / 30 300 / 750

 LTO-8 LTO-8 (M8)2 9 / 22.5 300 / 750

 LTO-7 LTO-7 (L7) 6.0 / 15.0 300 / 750

 LTO-6 LTO-6 (L6) 2.5 / 6.25 160 / 400

 환경 요소 운영 스토리지¹ 아카이브 스토리지²

 
온도

 16℃ ~ 35℃ 16℃ ~ 25℃

  (61℉ ~ 95℉) (61℉ ~ 77℉)

 상대 습도 (비응축) 20% ~ 80% 20% ~ 50%

 최대 습구 온도 26℃ (79℉) 26℃ (79℉)

 시간당 최대 온도 변화 2℃ 2℃

 시간당 최대 습도 변화 5% 5%

보다 더 자세한 사양은 www.quantum.com/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IBM과 HP 모델 선택 가능

2. 2:1 압축 가정 (LTO-5) 2.5:1 압축 가정 (LTO-6, LTO-7)

 모듈 유형 H x W x D

컨트롤 모듈(HxWxD): 77.4”×24.3”×38.3” (196.6cm×61.7cm×97.4cm)

확장 모듈(HxWxD): 77.4”×23.6”×38.3” (196.6cm×59.9cm×97.4cm)

파킹 모듈(HxWxD): 77.4”×23.6”×38.3” (196.6cm×59.9cm×97.4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