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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O 테이프
드라이브

주요 특징 및 장점

성능*

LTO-8 및 LTO-7: 최대 750MB/sec 압축 전송 속도

LTO-6: 최대 400MB/sec 압축 전송 속도

용량*

LTO-8: 표준 압축시 최대 30TB; DATASTOR 

Shield 사용시 최대 240TB

LTO-7: 표준 압축시 최대 15TB; DATASTOR 

Shield 사용시 최대 120TB

LTO-6: 표준 압축시 최대 6.25TB; DATASTOR 

Shield 사용시 최대 50TB

안정성/사용 용이성

AES 256 비트 데이터 암호화 보안, WORM 기능 

및 파티셔닝 기능

호환성

2세대 역방향(backward) 읽기 및 1세대 역방향 

쓰기 기능을 통한 투자 보호

LTFS 소프트웨어

LTFS 소프트웨어 무료 다운로드:

www.quantum.com/kr

중복제거를 통한 백업

데이터를 최대 20배까지 감소시켜주는 

중복제거 기능이 포함된 DATASTOR Shield 백업 

소프트웨어 포함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r/lto

퀀텀의 LTO 독립 드라이브는 신뢰할 수있는 간단하고 비용효율적인 올인원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엄청난 용량을 제공하는 LTO 기술을 통해 단일 카트리지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 또는 장기 아카이브를 위해 테이프를 오프 사이트로 전송됨에 따라 AES 

256 비트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퀀텀의 LTO 테이프 

드라이브는 WORM을 지원하여 의료, 금융 및 기타 관련 산업의 엄격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LTO 기술은 역방향 읽기 및 쓰기 기능을 제공하여 차세대 드라이브에 아카이브 

테이프 복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TFS (Linear Tape File Syste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처럼 퀀텀 LTO 테이프 

드라이브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업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테이프에 기록 된 정보를 서로 다른 사용자,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간에 쉽게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및 이미징, 장기 아카이브 등을 

포함하여 독점 형식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유용합니다. 

LTFS는 Windows, Linux 및 Apple Mac 운영 체제와 호환됩니다.

 

퀀텀 테이프 드라이브에는 중복 제거 기능을 갖춘 DATASTOR Shield ™ 백업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백업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퀀텀은 DATASTOR와 협력하여 테이프에 직접 중복 

제거 기능을 갖춘 첫 번째 백업을 제공합니다. 백업을 최대 20배까지 감소 시켜주는 이 기술을 통해 

경쟁 모델보다 테이프 당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퀀텀 LTO 테이프 드라이브:

이제 DATASTOR Shield 중복제거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LTO-8, LTO-7, LTO-6: 2.51: 압축 가정, LTO-5: 2.1: 압축 가정 / DATASTOR Shield: 20:1 중복제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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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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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에서 확인해보세요.

©2020 Quantu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환경 

운영  

 온도 :  50°F ~ 100°F (10°C ~ 38°C) @ 5CFM 

 습도 : LTO-8, LTO-7: 20% ~ 80% (비응축)

  LTO-6, LTO-5: 10% ~ 80% (비응축)  

 고도(최대):  LTO-8, LTO-7: 10,000ft (3,048m) 

  LTO-6, LTO-5: 13,000ft (4,000m) 

비운영  

 온도 :  LTO-8, LTO-7: -40°F ~ 140°F (-40°C ~ 60°C) 미디어 제외

  LTO-6, LTO-5: -40°F ~ 149°F (-40°C ~ 66°C) 미디어 제외

 습도 : LTO-8, LTO-7: 10% ~ 90% (비응축) 

  LTO-6, LTO-5: 10% ~ 95% (비응축)

전압(V): +5, +12

소비 전력(HH)

 LTO-8: 비가동:11.0 Watts, 일반: 30 Watts, 최고: 42.0 Watts 

 LTO-7: 비가동: 21.1 Watts, 일반: 32 Watts, 최고: 64.5 Watts 

 LTO-6: 비가동: 13.2 Watts, 일반: 24.7 Watts, 최고: 69 Watts 

테이프 유형 

유형: LTO Ultrium 8, LTO Ultrium 7, LTO Ultrium 6, LTO Ultrium 5   

레코딩 밀도: LTO-8: 20,579 KB/mm 

  LTO-7: 19,107 KB/mm 

  LTO-6, LTO-5: 15,143 KB/mm

인코딩 방식: LTO-8, LTO-7: 32 Channel 32/33 RLL 

  LTO-6, LTO-5: 16 Channel 32/33 RLL NPML 

데이터 압축: LTO-8, LTO-7, LTO-6: 2.5:1 

호환성 

운영 시스템: Microsoft Windows, Red Hat Linux, SUSE Linux, Mac OS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최신 테스트 솔루션 확인: www.quantum.com/kr

테이프

카트리지 면적 4in × 4.15in × .85in 

(L x W x H): (102mm × 105.4mm × 21.5mm) 

스토리지 아카이브: 30년

내구성: 20,000 로드/언로드 사이클

워런티 

테이프: 제한 수명

테이프 드라이브: 빠른 교환으로 3년 제한

드라이브 용량 및 성능

구성: 내부 베어, 내부 키트, tabletop 키트 및 1U 랙 마운트  

인터페이스 연결 유형: 

 6Gb/sec SAS 전원이 통합 된 SFF8482 (내부), 

  SFF8088 (tabletop 및 랙)

버스트 전송 속도(MB/sec): 

 SAS(최대) 600 

데이터 버퍼 사이즈: LTO-8 및 LTO-7: 1GB 

  LTO-6: 512MB 

백업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DATASTOR Shield 단일 서버 백업  

중복제거율:  20:1 (일반)

소프트웨어 호환성:  Windows

백업 방법: Disk-to-disk-to-tape, disk-to-tape, archive-to-tape

  (네이티브 포맷)

업그레이드: 여러 서버, SQL, Exchange, SharePoint, Bare Metal, 

  클라우드 및 기타 기능에 가능

테이프/포맷 호환성

신뢰성 

MTBF(시간): 250,000 @ 100% duty cycle  

MSBF:  100,000 사이클

Load/Unload 수명:  80,000 사이클

복구 불가한 오류율:  1x1019 bits 당 1 (LTO-8, LTO-7 비미디어 오류, clean drive) 

  1×1017 bits 당 1 (LTO-5, LTO-6 비미디어 오류, clean drive)

물리적 사양

*LTO-8, LTO-7, LTO-6: 2.51: 압축 가정, DATASTOR Shield: 20:1 중복제거 가정

   카트리지 용량 드라이브 전송
 데이터 유형 미디어 유형 네이티브 / 압축 / 네이티브 /압축 /
   중복제거* (TB) 중복제거*

 LTO-8 LTO-8 (L8) 12.0 / 30.0 / 240.0 300 / 750 / 6,000

 LTO-8 LTO-7 (M8) 9.0 / 22.5 / 180.0 300 / 750 / 6,000

 LTO-7 LTO-7 (L7) 6.0 / 15.0 / 120.0 300 / 750 / 6,000

 LTO-6 LTO-6 (L6) 2.5 / 6.25 / 50.0 160 / 400 / 3,200

 폼팩터 내부(배젤 제외) 내부(배젤 포함) 테이블톱 1U 랙마운트

 너비(in/mm) 5.75 / 146 5.83 / 148 8.4 / 213 18.7 / 480

 높이(in/mm) 1.61 / 41 1.68 / 42.7 2.3 / 58 1.7 / 43

 길이(in/mm) 8.07 / 205 8.27 / 210 13.10 / 332 17.6 / 438

 무게(lb/kg) 3.55 / 1.61 3.57 / 1.62 9.4 / 4.3 14.2 / 6.4

 미디어 읽기/쓰기 미디어 읽기 Only

LTO-8 드라이브 LTO-8(L8), LTO-8 WORM, N/A

 LTO-7(L7),  LTO-7 WORM, LTO-7(M8)

LTO-7 드라이브 LTO-7(L7), LTO-7 WORM, LTO-5 (L5), LTO-5 WORM 

 LTO-6(L6), LTO-6 WORM

LTO-6 드라이브 LTO-6(L6), LTO-6 WORM, LTO-4 (L4), LTO-4 WORM

 LTO-5(L5), LTO-5 W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