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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
7세대 LTO Ultrium 절반 높이의 테이프 드라이브

중점 사항
●●

●●

●●

●●

장기 백업 및 아카이브 스토리지 데이터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스토리지 비용 절감
제공
IBM Linear Tape File System™ 기술을
활용해 IBM® Spectrum Archive™로
데이터 관리 간편화
이전 세대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LTO（Linear Tape-Open） Ultrium 7 미디어
상에서 미디어 파티셔닝 지원

IBM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는 점점 증가하는 스토리지 요구사항과
점점 줄어드는 백업 시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업계 최고의
최신 LTO 기술을 지원하는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는 이전 모델보다 더
많은 용량과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므로 백업, 저장, 복원,
보관 데이터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또한 LTO
Ultrium 7 기술은 미디어 파티셔닝, IBM Spectrum Archive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암호화 및 WORM（Write
Once, Read Many）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는 백업 및 저렴한 데이터 보관 스토리지가
필요한 조직에 적합한 뛰어난 테이프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TS2270은
최대 15 TB의 물리적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2.5:1 압축 시）. 데이터
전송 성능은 이전 LTO Ultrium 절반 높이의 기술보다 향상되어 6 Gbps
SAS 인터페이스 연결로 최대 300 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드라이브는 또한 드라이브당 2개의 SAS 및 1개의 이더넷 포트를 제공하여
가용성이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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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TS2270 6 Gbps SAS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개방형 시스템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TO Ultrium 7 테이프 미디어는
파티셔닝을 지원하며, IBM Spectrum Archive를 함께 사용하면
파일 수준에서 테이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사용자는 테이프 미디어에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TO Ultrium 7 기술은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암호화 및 복호화 코어, 제어 코어가 LTO Ultrium 7
테이프 드라이브에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
IBM Spectrum Protect™ 또는 써드 파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와 같은 테이프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여 관리하면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디어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는 15 TB 데이터 카트리지（기본 6 TB）
에 대한 LTO Consortium 압축 사양을 지원해 기존의 LTO
Ultrium 7 카트리지의 압축 용량을 2.4배 늘릴 수 있습니다.
TS2270은 LTO Ultrium 7 테이프 카트리지 뿐만 아니라 LTO
Ultrium 6 카트리지도 읽고 쓸 수 있으며 LTO Ultrium 5
카트리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Archive는 모든 텍스트와 파일 태그 작업이
가능해 TS2270의 직접 액세스 및 관리를 간소화하므로
카트리지 및 드라이브 컨텐츠를 보다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IBM Spectrum Archive는 운영 체제 파일 관리자를
사용해 테이프 카트리지 및 파일 등 테이프 드라이브를
아이콘으로 보도록 지원해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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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 개요
사용 가능한 구성

모델 3580 H7S – 1개의 LTO Ultrium 7 테이프 드라이브, 6 Gbps SAS 인터페이스

테이프 드라이브 유형

LTO Ultrium 7

물리적 용량

6 TB（기본）, 15 TB（2.5:1 압축 시）

테이프 드라이브 개수

1

테이프 카트리지 개수

1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300 MBps 기본

미디어 유형

읽기 및 쓰기:
LTO Ultrium 7
6 TB 데이터 카트리지
6 TB WORM 카트리지
LTO Ultrium 6
2.5 TB 데이터 카트리지
2.5 TB WORM 카트리지
읽기 전용:
LTO Ultrium 5
1.5 TB 데이터 카트리지
1.5 TB WORM 카트리지
추가 사용 가능:
LTO Ultrium 클리닝 카트리지

무게

1.7 kg（3.7 lb）

전원 요구사항

100 – 240 V ac, 50 – 60 Hz 자동 전압 조정

크기（W x H x D）

148 mm x 42.7 mm x 210 mm（5.82인치 x 1.68인치 x 8.26인치）

보증

3년 제한 보증, 고객 교체가능 유닛（CRU）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장 서비스, 다음 영업일（주 5일 9시간 근무）, 서비스
업그레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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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IBM인가?
스토리지 환경의 성능과 가용성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개선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
존재합니다. 스토리지 업계의 시장 리더인 IBM은 네트워크나
기업을 하나의 전체적인 결합체로 간주하여 문제를 처리합니다.
IBM은 인정받은 리더십으로 혁신적 기술, 개방형 표준, 최고
성능, 입증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 오퍼링의 광범위한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이것이 바로 IBM 스토리지
오퍼링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가 정보
IBM TS2270 테이프 드라이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IBM 담당자나 IBM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문의하거나 또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systems/storage/tape/ts2270

추가적으로, IBM Global Financing은 가장 비용 효율적 방법과
전략적 방법으로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IT 솔루션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BM은 적격 신용 고객과 협력하여
귀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현금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귀사의 총소유 비용을 개선하는 맞춤형 IT
재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BM Global Financing은 중대한
IT 투자에 자본을 투입하고 귀사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ibm.com/kr/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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