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특징 및 장점

자동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수 설계  

최고 수준의 성능 및 가용성을 요구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위해 설계 된 VS1110-A

VM 페일오버를 통한 가동시간 극대화

서버 간의 VM 페일오버를 제공하여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VS1110-A의 소프트웨어

IT 비전문가를 위한 손쉬운 설치 및 구성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으로 손쉬운 설치 및 구성. 

이 후,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어디서든 시스템 

모니터링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시스템 모니터링

퀀텀 Cloud-Based Analytics 소프트웨어를 통해 

어디서든 VS1110-A 서버 모니터링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r/video-surveillance

퀀텀 VS1110-A는 최고 수준의 성능과 가용성을 요구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하드웨어는 성능과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소프트웨어는 

고가용성의 서버 클러스터에서 서버간의 가상머신(VM) 페일오버를 제공합니다.

VS111-A는 IT 비전문가도 손쉽게 설치와 구성을 할 수 있으며 퀀텀의 Cloud-Based Analytics 

소프트웨어와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시스템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VS1110-A 하드웨어

VS1110-A 는 고성능, 이중화 그리고 고가용성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SSD 

스토리지는 RAID 1 데이터 보호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속화하며 이중 핫 스왑 전원 장치와 HDD는 

이중화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VS1110-A 
어플리케이션 서버

DATASHEET

2개의 960GB 핫 스왑 (SATA)
6Gb/s 3D TLC 2.5" 7mm SSD (RAID 1)
IoT_Primary VM 용 데이터 드라이브 6개의 빈 드라이브 

2개의 480GB 핫 스왑 (SATA)
6Gb/s 3D TLC 2.5" 7mm SSD (RAID 1)
시동 드라이브/VMs 이미지

10GbE ExtraNet2
네트워크

AC 전원 2

AC 전원 1
1GbE 관리 네트워크

1GbE ExtraNet 1
네트워크

10GbE 네트워크
(향후 사용)

2개의 10GbE 클러스터 포트
(클러스터 구성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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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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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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SERIES 노드 1

VM & 클러스터
모니터

RAID

VS-SERIES 노드 2

VM & 클러스터
모니터

동기식

복제
RAID

VM VM VM VM

퀀텀 (NYSE:QTM)의 기술 및 서비스는 고객이 디지털 콘텐츠를 캡처, 생성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십 년 동안 이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퀀텀의 플랫폼은 데이터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비디오, 이미지 및 산업용 IoT 

데이터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퀀텀은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포츠, 연구소, 정부 기관,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과 함께 더 행복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퀀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quantum.com/kr 에서 확인해보세요.

©2020 Quantu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VS1110-A 소프트웨어

VS1110-A는 Windows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되는 퀀텀 스토리지 운영 시스템과 인증 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전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VS1110-A 소프트웨어는 오른쪽 다이어그램처럼 여러 레벨의 소프트웨어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하여 하드 드라이브 장애, 노드 장애 및 VM 장애를 완화시켜 줍니다.

VS1110-A 내의 드라이브는 RAID로 보호되어 장애 발생시에도 데이터 손실없이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기본 VS1110-A 서버와 보조 서버간에 스토리지 볼륨을 동기식으로 복제하여 

보호됩니다.

마지막으로 VS1110-A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인 VM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충돌, 종료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VM에 장애가 발생하면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감지하며, 동일한 노드 또는 기본 노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노드에서 VM을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Cloud-Based Analytics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설정의 마지막 단계로, 관리자는 VS1110-A를 

퀀텀의 Cloud-Based Analytics 소프트웨어에 

연결하여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운영 관리자들은 웹 포털에 로그인하여 

시스템 상태와 성능을 즉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운영 관리자가 사용하거나 통합업체 및

퀀텀의 기술 지원팀이 액세스하여 24x7x365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양  

폼팩터  1U 랙마운트

드라이브 960GB SSD 2개

스토리지 용량(raw) 1.92TB

가용성 이중화, 핫스왑 전원 공급, 핫스왑 드라이브, RAID 1 용 구성, 클러스터 노드 간 VM 페일오버. 1개의 HA VM 지원

CPU Intel Xeon 4214 12C/24T 

메모리  256GB 

네트워킹 2개의 RJ45 1GbE 

  2개의 RJ45 10GbE 

관리 1개의 RJ45 IPMI 

물리적 사양 높이: 43mm (1.7”)

  너비: 437mm (17.2”)

  깊이: 724mm (28.5”) 

전원 공급 750W 이중화

전력 요구 사항 100 ~ 127Vac / 62.5 ~ 0A / 50 ~ 60Hz

  200 ~ 240Vac / 62.5 ~ 0A / 50 ~ 60Hz

LED 표시 전원, 하드 드라이브,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 과열, 팬 장애, 장치 식별

환경 운영: 10 ~ 35 ºC (50 ~ 95 ºF)

  비운영:  -40 ~ 60 ºC (-40 ~ 140 ºF)

  습도: 5 ~ 95% 비응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