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alstar Q1

• 견고한 Enclosure 안에 하나의 LTO6 드라이브와 PC/Power supply 포함 = 어플라이언스

• 사전에 구성되어진 LTFS(Linear Tape File System) 를이용한 Queuing and Data Movement/Copy 

유틸리티

• 네트워크나 USB / eSATA를 통해파일을저장하기위한 2.3 TB LTFS 볼륨을제공

• 직접데이터를테이프로복사를지원하기위한 Mem 카드리더기와로컬 USB connections 제공



Q1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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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Platform
• Windows 7 64 bit OS
• Intel i3-4330 @ 3.5 Ghz
• 4 GB RAM
• 3 TB HDD
• Multiple Interface ports
• Memcard reader CF/SD Cards

Software
• LTFS
• Viewers
• Queue
• DMC

Documents
• Online on disk

Recovery
• System image on USB drive



Q1 사용예

External
Hard Drive

Memory
Cards

Copy to Q1 using DMC

Review using included viewers
Add your own special SW*

Monitor not included with Q1

Users send files to the Q1 over the n
etwork using Queue

*Qualstar does not warranty /guarantee compatibility with user added SW components 



Q1 desktop

Q1은 사전에 구성되어진 많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전원 부팅 후, 바탕화면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뉴얼 폴더

LTFS 포맷 그리고 꺼내기 기능
에 대한 단축 키

Viewers for common video 
files

Queue- used to stage and 
copy data

Data Move Copy-Used to automati
cally copy from inserted media



Q1 주요기능

• Qualstar DMC (Data Move Copy) 기능
- CF, P2 .SxS cards to LTFS 테이프 데이터 Move/Copy 및 복제 기능

• Qualstar Queue 기능
- Network Share Qualstar Watch folder 이용해서 LTFS 테이프로 저장.

• Media Plalyer 기능
• Q1 Image Backup & Recovery

- bootable USB 이용 이미지 복원.



LTFS = Tape appears as disk

LTO 6 테이프 창에서 이동식 미디어 장
치로 나타납니다
(Default drive letter is “ T: ”)



What is LTFS?

• LTFS (Linear Tape File System)는 LTO tape을 디스크 같이 에뮬레이션 및 파일 시스템 작업을 직
접 지원 하기 위해 LTO 테이프를 관리 하는 방법을 정의 하는 표준 입니다.
두 개의 요소가 필요 합니다.

– LTO tape drive supporting dual partitioning capability
– Operating System Specific LTFS Driver to manage format on tape

• Current LTFS support for Windows, Linux, & OSX

• LTF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디렉토리 등이 일반 파일시스템과 같이 나타남.

- 테이프와 디스크 간 드래그 & 드롭 파일 복제.

- 데이터 변경 지원

- 단순화된 설치 과정



Backup compared to LT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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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star DMC

Data Move Copy
Qualstar DMC is a simple utility to copy from 
sources to destinations

1. Configure the copy parameters one time
2. Select what source(s) you want to record from
3. Select where you want to store the copies
4. Copies are automatically made as soon as the source devices 

are detected

특징:

• 최대 6 개의 소스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상태 메시지로 작업 상태 / 진행 과정이 표시 됩니다.
• 초기 복사가 완료 된 후 선택 데이터의 확인
• 복사 된 데이터는 자동 복사 세대를 구별하는 날짜 및

시간 스탬프 폴더에 기록된다
• 사본은 동시에 여러 장치에 만들어 질 수 있다.



Qualstar Queue

Qualstar Queue is a simple utility to stage dat
a from a queue folder and then copy it  tape.

• 사용자는 복사 한 자동 Queue 폴더로부터 삭제
된 파일을 갖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이들
은 폴더에 보존 될 수 있다.

• 폴링 빈도 및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구성 할 수 있다.

• 옵션 메뉴는, 사용자가 임의로 파일 증가 유연
성에 다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배치
파일을 기록 할 수 있는 파일에 대해 수행 할 조

치를 3가지 허용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주)삼부시스템
02-538-4001

담당:조재석부장
jscho@samboo.co.kr

010-2409-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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