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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테이프에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백업 및 복원

최대 750MB/sec(2.7TB/hr)의 성능 제공*

*2.5:1 압축 LTO-9, LTO-8 및 

   LTO-7 Half-Height 드라이브만 해당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장기 데이터 스토리지

각 카트리지에서 최대 45TB*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2.5:1 압축 LTO-9, LTO-8 및 

   LTO-7 Half-Height 드라이브만 해당

*LTO-9, LTO-8 및 LTO-7의 경우 2.5:1 압축을 가정하고 DATASTOR Shield의 경우 20:1 중복 제거를 가정합니다.

백업 소프트웨어 및 중복 제거 기능을 갖춘 

완벽한 솔루션

DATASTOR Shield 백업 소프트웨어 포함 데이터를 

20배 줄여줍니다. 표준 압축 시 최대 720TB*의 용량, 

DATASTOR Shield 중복 제거를 통해 최대 5,760TB

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LTO-9 기준, 2.5:1 압축, 20:1 중복제거

규정 준수 및 보안 요구사항 충족

AES 256비트를 통한 안전한 보호

하드웨어 기반 암호화 표준

WORM (Write Once, Read Many)

WORM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기능

소규모 사이트에는 오프라인 데이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증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데이터 센터도 제한된 IT 

인력으로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중앙 및 원격 위치의 시설 손실, 악성 프로그램 및 잠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테이프 스토리지는 중소규모 비즈니스의 모든 보존, 보호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완벽한 백업 및 아카이브 미디어입니다. 또한 테이프는 경제적이고 이동성이 뛰어나며 

랜섬웨어에 대한 에어갭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2U 랙마운트 크기의 자동 테이프 시스템 

으로 백업 및 장기 데이터를 간편하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교육을 받은 IT 직원이 

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강력한 오프라인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보호

퀀텀의 SuperLoader® 3는 최신 LTO 테이프 기술의 강력한 성능과 경제성을 컴팩트 하며, 

비용 효율성이 좋은 그리고 관리가 쉬운 자동 백업 및 아카이브 어플라이언스에 접목시켰습 

니다. 데이터 증가에 따라 쉽게 확장되고 2U 폼 팩터에서 최대 720*TB의 백업 볼륨을 지원 

하며 중복 제거 기능이 포함된 DATASTOR Shield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최대 20배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다른 경쟁 모델보다 테이프당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퀀텀 SuperLoader 3에는 미디어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한 표준 기능으로 바코드 리더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능형 진단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적 원격 지원을 제공하는 관리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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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의 기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오늘날의 조직이 비디오 및 기타 비정형 데이터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0년 이상의 혁신을 통해 퀀텀의 엔드 투 엔드 플랫폼은 데이터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조정, 보호 및 강화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퀀텀은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정부 기관, 연구소, 교육, 운송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과 함께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퀀텀은 Nasdaq 및 Russell 2000® Index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quantum.com/ko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 Quantu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Quantum, the Quantum logo, and SuperLoader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Quantum Corporation and its affiliates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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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SUPERLOADER 3 사양

구성: 2U Rackmount, 단일 테이프 드라이브

8개 또는 16개테이프 슬롯 수: 

LTO-9 및 LT0-8 미디어에 읽기/쓰기 LTO-8 , LTO-7 M8 및 LTO-7 미디어에 읽기/쓰기 LTO-7 및 LTO-6 미디어에 읽기/쓰기, LTO-5 미디어에서 읽기

LTO-9 HH 테이프 드라이브 LTO-8 HH 테이프 드라이브 LTO-7 HH 테이프 드라이브

12 Gb SAS 6 Gb SAS 6 Gb SAS

300 MB/s 300 MB/s 300 MB/s

1.08 / 2.70 / 21.60 1.08 / 2.16 / 21.60 1.08 / 2.16 / 21.60

드라이브 세대:

미디어 호환성:

연결 방식:

지속 전송 속도, 기본: 

 LTO-9

18 / 45 TB

이동식 active 매거진의 단일 프런트 로더 슬롯(가져오기 포트) 및 
대량 카트리지 로딩

10 BASE-T/100 BASE-T 이더넷

시스템 상태 검토, 원격 진단, 시스템 검색, 로그, 구성, 펌웨어 
업그레이드, 드라이브 작업, 원격 관리, 인벤토리 확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표준 

LTO-9 : 12Gb/s SAS SFF-8644 
LTO-9 이외 : 6Gb/s SASSFF8088 

¹2.5:1 압축을 가정합니다.   ²사용하지 않은 새 LTO 7세대 카트리지는 LTO-8 유형 M 미디어(M8)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³퀀텀 호환 미디어에 대한 호환성 가이드 참조: www.quantum.com/swcompguide.aspx 

LTO-8 

12 / 30 TB

DATASTOR Shield 단일 서버 백업 

20:1(일반) 

Windows 전용 

Disk-to-disk-to-tape, disk-to-tape, archive-to-tape in native format

LTO-9: 21,459 KB/mm, LTO-8: 20,579 KB/mm, LTO-7: 19,107 KB/mm

LTO-9, LTO-8, LTO-7: 32 Channel 32/33 RLL

LTO-9, LTO-8, LTO-7: 2.5:1

여러 서버, SQL, Exchange, SharePoint, Bare Metal, Cloud 및 기타 기능으로 지원 

LTO-7 M8² 

9 / 22.5 TB

LTO-7

6 / 15 TB

미디어 유형:

카트리지 로더: 포함된 소프트웨어:

150만MSBF :

환경 요인:

건구 온도:

상대 습도: 

최대 온도 변화:  

최대 습도 변화:

습도 조건에 대한 온도 제한:

최대 고도:

<30분 MTTR :

90-256 VAC전원:

모든 SuperLoader 3 제품에 대한 통합 웹 기반 관리 표준

LTO-6, LTO-7, LTO-8: 16 ~ 25 °C (61 ~ 77 °F) 
LTO-9: 15 ~ 25 °C (59 ~ 77 °F)

20 ~ 50% (non-condensing)

5 °C / 시 

5% / 시 

LTO-6, LTO-7, LTO-8: 습구 온도 <= 26 °C (79 °F)  
LTO-9: 최대 이슬점 22 °C (72 °F)

3,048 m (10,000 ft)  

권장¹ 

-23 ~ 49 °C (-9 ~ 120 °F)

5 ~ 80% (non-condensing)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습구 온도 <= 26 °C (79 °F)

 12,192 m (40,000 ft)

배송³

LTO-6, LTO-7, LTO-8: 16 ~ 35 °C (61 ~ 95 °F) 
LTO-9: 15 ~ 35 °C (59 ~ 95 °F)

20 ~ 80% (non-condensing)

5 °C / 시 

 5% / 시 

LTO-6, LTO-7, LTO-8: 습구 온도 <= 26 °C (79 °F) 
 LTO-9: 최대 이슬점 22 °C (72 °F)

3,048 m (10,000 ft)    

허용²

관리 요구사항:

LTO-8, LTO-7: 80,000 사이클, LTO-9: HH TBD로드/언로드 수명:

1 x 1019비트 중 1개
(LTO-9, LTO-8, LTO-7 비미디어 오류, 클린 드라이브)

복구할 수 없는 오류율:

30년아카이브 스토리지:

20,000 로드/언로드 사이클내구성

중복 제거 비율:

소프트웨어 호환성:

기록 밀도:

인코딩 밀도:

데이터 압축:

백업 방법:

업그레이드:

온보드 관리 포트 :

사용 가능한 작업:

바코드 리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

용량(RAW/압축) :¹

성능, 기본/압축/
중복 제거  (TB/hr):

LTO-9 HH SAS, LTO-8 HH SAS , LTO-7 HH SAS - 드라이브 사양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DATASTOR 백업 소프트웨어 

LTO HH 드라이브 1개, 8카트리지 이동식 매거진 1개 또는 2개, (30) 데이터 및 (5) 클리닝 바코드 라벨; M SAS 미니 케이블 2개, NAM, UK, EMEA 전원 코드 

제공되는 드라이브 유형: 

포함된 백업 소프트웨어:

포함된 기타 항목:

면적
너비:
높이:
길이:
무게:

안전 표준: 세계적으로 편차가 있는 IEC 60950-1 및 IEC 62368-1, EN62368-1, UL 62368-1, CNS14336-1 

배출 기준: FCC Part 15 Class A, EN 55032 Class A, KN 32, VCCI, EN 300 386, CNS 13438 Class A, ICES-003 Class A 

내성 기준: EN 55024, KN 35; KN24 

국제 인증: cTUVus (US and Canada), FCC (US), ICES (Canada) , CE (Europe), UKCA (United Kingdom), GS (Germany), VCCI 

(Japan), KC (Korea), BSMI (Taiwan), RCM (AUSTRALIA/NEW ZEALAND)

*호환성: OS: Microsoft Windows, Red Hat Linux, SUSE Linux, Mac OS.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테스트를 거친 최신 솔루션을 보려면 

www.quantum.com/ko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드라이브 사양은 www.quantum.com/ko를 참조하십시오.

¹권장: 권장 운영/스토리지 환경 범위는 최적의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위한 환경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환경 범위는 30년의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보호합니다.  (최대 권장 건구 온도를 1,800m 상공에서 1°C/300m (6,000피트 상공에서 

1.8°F/1,000피트)로 낮춥니다.)

²허용: 허용 가능한 운영/스토리지 환경 범위는 장비가 환경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한계를 정의합니다. 이 환경 범위는 6개월 미만의 운영 저장에 대해 정의됩니다. (최대 건구 온도를 900m 상공에서 1°C/300m (1,000피트 

상공에서 1.8 °F/1,000피트)로 낮춥니다.)

³배송: 확장된 환경 범위에 걸쳐 미디어를 배송하는 경우 배송 시간을 제한하여 낮은 범위와 높은 범위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 미디어가 노출되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www.lto.org의 LTO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LTO 테이프 미디어 사양 또는 

미디어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사양입니다.

참고: 특히 허용 가능한 작동 환경의 극한에 접근하는 등 권장 범위를 벗어난 조건에 장기간 노출되면 장비의 신뢰성과 수명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 내로 일시적인 단기 이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성능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응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테이프 카트리지 보관, 배송 및 작동 요구 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quantum.com/lto-media를 방문하거나 LTO 컨소시엄이 제공한 특정 LTO 테이프 미디어 사양(www.lto.org 또는 미디어 제조업체가 제공한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기관 표시: CD, VCCI, UL, FCC, CSA

보증: 3년 제한의 신속한 교환 

17.7 in / 45 cm  
3.5 in / 8.9 cm
29.71 in / 75.46 cm
50 lb / 22.7 kg

SUPERLOADER 3 테이프 드라이브 옵션 및 사양

LTO 미디어 사양 

추가 SUPERLOADER 3 사양

운영/스토리지 환경 요구사항

백업 소프트웨어

테이프 형식

안전 표준 및 인증 

운영

내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