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S2108-A
비디오 분석을 위한 
소형 2U 섀시의 
GPU 기반 어플라이언스

주요 특징 및 장점

GPU 기반 설계로 더욱 빠른 결과물 제공

VS2108-A는 소형 2U 섀시에서 최대 6 개의 

GPU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설계

퀀텀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VS2108-A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대의 하드웨어

퀀텀 VS-Series 제품은 최신 세대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를 극대화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및 지원

모든 제품은 퀀텀 글로벌을 통해 지원되며, 전 세계 

수만 명의 고객에게  24x7x365 설치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r/video-surveillance

비디오 분석은 보안 및 손실 방지뿐만 아니라 영상 관제에서 통찰력과 가치를 추출하여 

트래픽 패턴, 소비자 행동, 동작 추적, 체류 시간 등을 더욱 잘 파악합니다. 

퀀텀 VS2108-A는 비디오 분석 고유의 그래픽 처리와 대규모 병렬 워크로드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의 GPU로 구성할 수 있는 2U 서버입니다. 기본 하드웨어 구성은 

가용성 및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VS2108-A는 GPU 리소스를 제공하여 시장 선도적인 비디오 분석 플랫폼의 성능을 

높이고, 통찰 기간을 단축하며, 궁극적으로 결과를 더욱 빠르게 제공합니다.

DATASHEET

제품 정보

전면 패널

8 2.5” Drive Bays

GPU 슬롯 GPU 슬롯

비디오

USB3.0

PS2PS1

2개의 200W

이중화 전원

이더넷

포트용

SIOM 슬롯

 IPMI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표시등

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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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라이언스 확장 모듈

 폼팩터 2U 랙 마운트

 부팅 드라이브 2개의 SSD(각 480GB)

 HDD 기본 수량 N/A

 HDD 최대 수량 N/A

 최대 Raw 용량(TB) 
30.72

 (부팅 드라이브 미포함) 

 최대 SSD 수량 
8

 (non-boot) 

 RAM 256GB

 
CPU

 2 Xeon Gold 6230

      (20C/40T, 2.1GHz, 27.5M Cache, 125W)

 평균 CPU Passmark Score 
24559(CPU 당)

 (출처 cpubenchmark.net) 

 운영 시스템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Edition

 
전원

 2000W , 80PLUS 인증된 티타늄 등급의

  IEC320 C14 소켓 2대(핫스왑)

 
디스플레이 연결

  1개의 VGA D-Sub 커넥터 포트, 

  GPU 카드를 통한 추가 포트

 네트워크 연결 2개의 10GbE

 크기(h × w x d) '3.5" (89mm) × 17.2" (437mm)  × 31" (787mm) 

 보증 기간 1년 또는 3년 NBD (CRU 또는 On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