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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중앙 콘솔에서 

원격 관리

유연성 
공통 인프라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 실행

고가용성
일체화된 이중화 및 

자동 장애 조치

미션 크리티컬한 복원력이 필요한 원격지의 

비디오 녹화, 비디오 분석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크기의 서버 및 스토리지 솔루션 

퀀텀 VS-HCI Edge 시리즈 솔루션은 원격 사무실 또는  분산 사이트(대중 교통 역, 시추소, 

채굴 작업, 석유 굴착 장치, 중요 인프라 사이트)를 위한 솔루션으로, 성능 저하 없는 비디오의 

상시 녹화 및 액세스가 필요한 환경에 필수적입니다.  퀀텀 VS1000 Edge 시리즈 

HCI(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는 이러한 환경에 필요한 복원력,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 

간단한 로컬 또는 원격 관리 기능을 통해 원격 엣지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HCI는 서버 

리소스와 스토리지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모델로 결합하여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배포, 관리 및 확장이 더욱 용이합니다.

간단한 로컬 / 원격 관리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내장 인텔리전스 및 

자동화 기능을 갖춘 퀀텀 VS-HCI 시리즈는 관리에 

전문적인 IT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로컬로 관리하거나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중앙 위치에서 여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인텔리전스 엔진 및 자동화

VS-HCI Edge 시리즈는 인텔리전스 엔진이 

내장된 Pivot3 Acuity 하이퍼컨버지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텔리전스 엔진은 

성능 최적화, 데이터 보호, 자동 복구, 상태 

모니터링 및 예측 장애 감지, 시스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수행을 비롯한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따라서 원격 사이트의 시스템이 

최고 성능으로 작동하면서도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시 작동 및 데이터 액세스 보장

일반적인 서버 및 스토리지 솔루션은 기존 RAID 

기술을 사용하여 한두 개의 디스크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합니다. 특허 받은 퀀텀의 

이레이저 코딩 기술은 최대 5개의 동시 디스크 

장애 또는 전체 어플라이언스 및 2개의 디스크 

손실로부터 중요한 비디오 데이터를 보호하여 원격 

사이트의 보안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여 안전하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비디오 녹화 및 기타 지원

하드웨어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고 원격 사이트에서 

여러 시스템을 배포 및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VS-HCI Edge 시리즈는 비디오 관리 시스템, 

침입 감지 및 비디오 분석을 포함하여 필요한 여러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추가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추가하거나 변화하는 워크로드 요구 사항에 따라 

스토리지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www.quantum.com/ko/video-surveillance

VS-HCI Edge 시리즈
엣지 환경에도 방심하지 않는
물리적 보안을 위한 지능형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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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의 기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오늘날의 조직이 비디오 및 기타 비정형 데이터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0년 이상의 혁신을 통해 퀀텀의 엔드 투 엔드 플랫폼은 데이터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조정, 보호 및 강화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퀀텀은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정부 기관, 연구소, 교육, 운송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과 함께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퀀텀은 Nasdaq 및 Russell 2000® Index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quantum.com/ko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 Quantu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Quantum, the Quantum logo, and StorNext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Quantum Corporation 

and its  affiliates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VS-HCI EDGE SERIES

주요 기능 및 특장점

퀀텀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20층

02-560-7400

www.quantum.com/ko
DS00560K-v01     Nov 2021   

관리 및 모니터링

• 독립 실행형 Pivot3 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거나

 플러그인이 있는 VMware vCenter에서 관리

• 단일 Pivot3 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VS-HCI

 Edge Series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 전화 알림, 자동 알림, 일일 상태 보고 및 파견을 통한

 지능형 실시간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및 분석

유연성 및 성능

• 공유 스토리지 풀(SAN)

• 병렬 Active /Active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통해 풀링된

 캐시 및 디스크 리소스를 통해 비디오에 최적화된

 데이터 워크플로우

• 전가상화를 통해 시스템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 실행 가능

• 주요 비디오 관리 시스템 및 비디오 분석 어플리케이션 지원

• 컴퓨팅 리소스와 스토리지 용량을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추가 

복원력 및 가용성

• 고가용성 및 복원력이 내장되어 단일 장애 지점 없음

• 특허받은 고급 데이터 보호 기술(Pivot3 이레이저 코딩)

• 다중 드라이브 또는 전체 노드가 오프라인 상태일

 경우에도 비디오 수집 및 비디오 액세스 지속

• 일체화된 자동화 어플리케이션 장애 조치

• 빠른 노드 재구축 및 자가 복구로 복구 시간 단축

퀀텀 VS-HCI EDGE SERIES 기본 사항
(사양은 어플라이언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어플라이언스가 함께 클러스터링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시스템은 모든 HCI 어플라이언스 또는 HCI 어플라이언스 및 

스토리지 전용 어플라이언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VS1000-HC VS1000-HCIs

 유형 하이퍼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 전용 어플라이언스

 폼팩터 1U 1U

 스토리지 용량  4, 16, 32, 64 TB 4, 16, 32, 64 TB  
 (어플라이언스당 Raw capacity )

 
폼팩터

 1×12 코어 Intel® Xeon® 확장 가능 프로세서 4214R 
1×8 코어 Intel® Xeon® 확장 가능 프로세서 3206R 

  2×12 코어 Intel® Xeon® 확장 가능 프로세서 4214R     

 RAM 32, 48, 96 GB 16 GB

 하이퍼컨버지드 
Pivot3 Acuity Surveillance 에디션 Pivot3 Acuity Surveillance 에디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상화  VMware ESXi  해당 없음

 최대 도메인 크기  무제한 무제한

 시스템당 최대 
 6 6  

 어플라이언스 수(vPG*)

 시스템당 최소  1 1  
 어플라이언스 수(vPG*)

 보안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TPM 2.0)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TPM 2.0)

  Secure Boot 기능 Secure Boot 기능

 네트워크 연결   4x 10GbE(SFP+ 또는 RJ45)  4x 10GbE(SFP+ 또는 RJ45)  

* 가상 성능 그룹(vPG)은 가상화된 서버와 스토리지를 모두 포함하는 논리적 확장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