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특징 및 장점

다수의 물리적 워크로드 구동

단일 HCI 플랫폼에서 고성능 스토리지, 비디오 관리 

및 레코딩 서버 및 기타 워크로드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VS-Series는 비디오 레코딩 및 관리 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더 많은 

카메라를 레코딩하고 VMS 인프라를 모두 실행할 수 

있기때문에 자본 비용이 절감됩니다.

업타임 극대화를 위한 페일오버

VS-HCI 클러스터의 서버 간에는 멀티 레벨단 

이중화가 제공됩니다.

최고 밀도

초고밀도 4U를 기반으로 구축된 HCI 클러스터 

60-드라이브 HCI 서버는 수백에서 수천 대의 

카메라를 지원하고 보다 작은 랙 공간에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영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퀀텀의 호스팅 된 웹 기반 포털을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원격으로 시스템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r/video-surveillance

퀀텀 VS-HCI Series는 영상 관제 레코딩 및 비디오 관리를 위한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를 

제공하여 여러 물리적 보안 워크로드를 위한 단일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VS-HCI Series는 2U 랙 마운트 서버 또는 초밀도 4U, 60-드라이브 랙 마운트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를 위해 여러 서버를 HCI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으며 VS-HCI Series 

소프트웨어는 서버 간의 페일오버를 제공합니다.

다른 HCI 제품과 달리, 퀀텀 VS-HCI Series는 영상 관제와 보안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더 적은 하드웨어 비용으로 더 많은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VS-HCI Series는 서버 간에 이중화 구성요소 및 RAID6 보호 

그리고 페일오버를 사용하여 서버 간에 멀티 레벨단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VS-HCI Series는 전 세계 수만 명의 고객에게 24x7x365의 세계적인 수준의 

 사전 및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퀀텀의 글로벌 지원 조직을 통해 지원됩니다.

영상 관제 레코딩 및 비디오 관리를 위한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CI,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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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액세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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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타임 극대화를 위해 페일오버를 제공하는 VS-HCI 소프트웨어

VS-HCI Series 서버는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는 퀀텀 스토리지 운영 시스템과 인증된 VMS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사전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오른쪽 다이어그램처럼 멀티 레벨단의 소프트웨어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하여 하드 드라이브 장애, 노드 장애 및 VM 장애를 완화시켜 

줍니다.

서버 내의 드라이브는 RAID로 보호되어 장애 발생시에도 데이터  손실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기본 서버와 보조 서버간에 

스토리지 볼륨을 동기식으로 복제하여 

보호됩니다.

VS-HCI Series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인 VM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충돌, 

종료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VM에 장애가 

발생하면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감지하여 

동일한 노드 또는 기본 노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노드에서 VM을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퀀텀의 호스팅 된 웹 기반 포털을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원격으로 시스템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안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통합 업체와 퀀텀의 기술 지원팀이 액세스하여 24x7x365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ynchronous

Replication

VS-SERIES NODE 1

VM & Cluster
Monitor

RAID

VS-SERIES NODE 2

VM & Cluster
Monitor

RAID

VM VM VM VM

퀀텀 CBA는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 및 트렌드를 
제공합니다.

관리자, 공인 파트너 및 
퀀텀 기술 지원팀은 시스템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능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CBA 에이전트는 
제품 로그 파일 및 
스냅 샷을 클라우드의 
퀀텀 CBA 서버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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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2124-HCI 제품 정보

VS4160-HCI 제품 정보

전면 패널

후면 패널

전면 패널

후면 패널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표시등

컨트롤 패널

컨트롤 패널

전원 버튼

LED 표시등리셋/재부팅

버튼

2개의 1600W 이중화 전원

PS1                           PS2

2개의 2000W

이중화 전원

PS1            PS2

60 3.5” Top-load

Drive Bays

Video
IPMI

IPMI

USB 3.04 x 10 GbE

SFP+

Video USB 3.04 x 10 GbE SFP+

12 3.5” Drive Bays (12 additional bays mid-plane)

2 x 2.5” Drive Bays

2 x 2.5” Drive B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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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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사양 VS2124-HCI VS4160-HCI

 폼팩터 2U 랙 마운트 4U 랙 마운트

 부팅 드라이브 2개의 SSD(각 480GB) 2개의 SSD(각 480GB)

 HDD 기본 수량 24 36

 HDD 최대 수량 24 60

 최대 Raw 용량(TB) 
288 960 

 

 (부팅 드라이브 불포함)  

 최대 SSD 수량 
N/A N/A

 (non-boot)  

 RAM 128GB 128GB

 CPU  2 Xeon Gold 6130  2 Xeon Gold 6230
  (16C/32T, 2.1GHz, 22M Cache, 125W) (20C/40T, 2.1GHz, 27.5M Cache, 125W)

 평균 CPU Passmark Score 
19643(CPU 당) 24559(CPU 당)

 (출처 cpubenchmark.net)

 운영 시스템 퀀텀 HCI 소프트웨어 플랫폼 퀀텀 HCI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원 2개, 1600W, 80PLUS  2개, 2000W, 80 PLUS
  티타늄 인증 IEC320 C14 소켓 (핫스왑) 티타늄 인증 IEC320 C14 소켓 (핫스왑)

 디스플레이 연결  1개의 VGA D-Sub Connector 포트  1개의 VGA D-Sub Connector 포트

 네트워크 연결 6개의 10GbE (2개는 노드 간 통신용으로 지정) 6개의 10GbE (2개는 노드 간 통신용으로 지정)

 크기 (h × w × d)  3.5" (89mm) × 17.2" (437mm) × 34" (863mm) 7" (178mm) × 17.2" (437mm) × 30.2" (767mm)

 보증 기간 1년 또는 3년 NBD (CRU 또는 Onsite) 1년 또는 3년 NBD (CRU 또는 On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