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특징점 

● 입증된 보안 보호.  테이프는 데이터가 오프라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안전하며 최신 사이버 공격에 대해 

 입증된 솔루션입니다.

● 비용효율적인 장기 스토리지.  최대 30TB의 용량을 갖춘

  퀀텀 LTO 테이프는 디스크나 클라우드와 같이 다른 미디어

 유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일 카트리지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랙 공간 비용 및 데이터센터

 풋 프린트가 대폭 감소하고 데이터 전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수동 관리를 없애 운영 시간 절감.  Active Vault를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또는 미디어를 물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데이터 복구를 위한 전송 비용 불필요.  디스크 상의 복사본이

 손상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라이브러리

 GUI를 통해 테이프를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위협은 엔터프라이즈 백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지만 전체 네트워크와 백업 시스템, 

심지어는 클라우드까지 대상으로하는 랜섬 공격에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테이프 

스토리지는 랜섬웨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감염으로부터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오프라인 사본을 제공하여 테이프를 보다 안전하게 해줍니다.

랜섬웨어 보호 패키지 기능

랜섬웨어 보호 패키지는 사전에 구성된 3가지 버전으로 제공되어 보호 용량 선택을 

위한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 단순화를 위해 소형, 중형, 대형 세가지 용량으로 구성

● 본질적으로 안전한 LTO 및 WORM 기술과 초보안 군사급 암호화가 결합되어

   안전한 "랜섬웨어 해방구역"을 제공하는 퀀텀 Active Vault 기능

●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기존 퀀텀 ScalarⓇ i3 및 Scalar i6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쉽게 추가 가능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랜섬웨어 보호 패키지
테이프 라이브러리 내에 오프라인 볼트를 제공하는 랜섬웨어 보호 패키지

추가 이용 약관 적용. * 기재된 용량은 관리자 정의에 따라 백업 스토리지와 Active Vault 스토리지의 모든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백업 스토리지 슬롯은 주문형 용량 확장(Capacity-on-Demand) 

 라이선스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Add-On 번들을 구매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퀀텀코리아에 문의하십시오.

  소형– 3U  중형 – 6U 대형– 12U

 용량* 최대 600TB  최대 1.2PB 최대 2.4PB

  Scalar i3, 총 50슬롯  Scalar i3, 총 100슬롯 Scalar i6, 총 200슬롯

 권장 구성 LTO-8 HH 드라이브 1개  LTO-7 HH 드라이브 1개 & LTO-8 FH 드라이브 3개 LTO-8 FH 드라이브 3개

  LTO-8 테이프 20개  LTO-7 테이프 20개 & LTO-8 테이프 20개 LTO-8 테이프 100개

 지원 1년 Bronze 5x9  1년 7x24xNBD Gold 1년 7x24x4 Gold

 기존 Scalar 라이브러리를 위한  
●
 
Active Vaul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랜섬웨어 보호 소프트웨어  

 Add-On**  
● 고급 보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ACTIVE VAULT 혜택

● 강력한 보안의 오프라인 데이터 스토리지 제공

● 미디어 관리 자동화로 성능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데이터를 덮어 쓰지 않고 스토리지 용량을 최대화

 시켜주는 WORM(Write Once, Read Many) 기술

●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투명성

● 원격 관리 및 원격 볼팅(vaulting) 지원

● 물리적 미디어 손상 또는 손실 위험 제거

● 부주의, 인적 실수 또는 내부자 위협과 같은

  우발적/악의적 노출로부터 미디어 보호

● 사전 예방적인 미디어 상태 모니터링 및 알림 지원

SCALAR ACTIVE VAULT

강력한 보안의 오프라인 저장소로 자동 이동하는 기능 제공

퀀텀 Scalar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기능 중 하나인 퀀텀 고유의 Active Vault를 통해 

인적 실수로부터도 보호되는 강력한 보안의 Air-Gap 데이터 복사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ctive Vault 기능은 테이프의 본질적인 안전한 오프라인 특성을 기반으로 

라이브러리 내에 완전한 오프라인 저장소를 생성하여 안전한 "랜섬웨어 해방구역"을 

제공합니다. 자동 인-라이브러리 볼팅(in-library vaulting) 기능은 수동으로 테이프를 

다루거나 이동할 필요없이 테이프 손상, 오염 또는 인적 실수를 크게 절감시켜 줍니다.

● 테이프 손상 및 손실 위험 제거.  미디어 성능 저하와 같이 저장된 데이터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 물리적인 미디어 손상 또는 손실 위험을 제거합니다.

  EDLM은 i6 패키지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EDLM 스캔에 사용되는 테이프 

 드라이브는 외부 데이터 포트가 비활성화되어 Active Vault의 무결성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드라이브가 실수로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 안정성 및 보안.  Active Vault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AV 파티션은 어플리케이션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실수로 볼트(vault) 테이프를

 "온라인"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AV 파티션에는 테이프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액세스에 대한 추가 장벽이 생성됩니다.

추가 정보

랜섬웨어 보호 패키지 및 Active Vaul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quantum.com/kr/ransomware-protection 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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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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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테이프로

백업되며, 빈도는 PRO에

따라 달라집니다.

테이프는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볼트에

위치합니다. 테이프는 관리자의 명령으로만

볼트에서 검색/회수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정책을 통해 테이프를

안전한 인-라이브러리 볼트로

‘export’ 할 수 있습니다.

백업 어플리케이션

파티션

SCALARⓇ VAULT

강력한 보안 및 완벽한 오프라인 

인-라이브러리 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