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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ideo Surveillance Media Server Software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 은 세 가지 서버 모델 제품군을 통해 

네트워크 디지털 녹음 및 재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 혁신적인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내장된 아날로그 비디오 인코더 카드와 파이버 채널 인터페이스를 

통해 CCTV(아날로그형 폐쇄회로 TV) 카메라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네트워크에서 IP 

비디오로 직접 연결되며, IP 네트워크를 통해 레코딩 파일을 재생할 수 있고, 이렇게 

레코딩된 비디오 스트림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Cisco Video Surveillance Manager 소프트웨어와 완벽하게 통합된 Multiservices Platform의 

각 모델들은 고품질 MPEG-4 인코딩을 제공하며, 사용과 배치가 쉬운 단일 구성요소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비디오 감시 배치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또는 디

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대신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강력한 옵션들을 제공합니

다.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은 다음과 같은 장치를 포함합니다. 

• 1RU Multiservices Platform - 최대 4 개의 750GB 하드 드라이브 또는 1TB SATA 하드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엔트리 수준의 장치. 비디오 인코딩 PCI-e 카드 1 개 또는 PCI-X 

카드 1 개를 지원합니다. 

• 2RU Multiservices Platform - 최대 12 개의 750GB 또는 1TB SATA 하드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PCI-e 카드 비디오 인코딩 카드를 지원합니다. 

• 4RU Multiservices Platform - 최대 24 개의 750GB 또는 1TB SATA 하드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비디오 인코딩 PCI-e 카드 1 개와 PCI-X 카드 1 개를 지원합니다. 

그림 1.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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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스토리지 

• 시스템 상태 복원 

• 고급 진단 기능 

• 고성능 마더보드 

• 확장 성능 

 

주요 기능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 프로세서/듀얼코어 Xeon®  프로세서 지원 

• 리던던시 옵션을 통해 900W 고효율 전력 공급 

• 리던던시 내장 고성능 팬으로 냉각 기능 최적화 

• PCI-X 와 PCI-e 확장자 슬롯을 통해 광채널 인터페이스와 비디오 인코딩 카드 지원 

• 서버를 중단하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는 핫스왑이 가능한 디스크 드라이브 지원. 

이러한 드라이브는 SAF-TE(SCSI)와 SES2(SAS/SATA)를 지원합니다. 

• 리던던시 냉각 팬, 편리한 전원 스위치, 리셋 버튼, LED 디스플레이 등 시스템 상태 

및 관리 기능 제공 

• 2RU 및 4RU 플랫폼을 위한 RAID5  

• 현장에서 장치 교체 가능 

 

커넥터 

표 1은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의 연결 및 커넥터에 대해 설명합니

다.  

표 1. Multiservices Platform 의 I/O 연결 

항목 사양 

USB 2.0 2 포트 표준 

10/100/1000M 이더넷 2 포트 표준 

대역폭 비디오  8~48 포트(플랫폼과 비디오 카드 옵션에 따라 다름) 

직렬(RS-232) 1 포트 표준 

파이버 채널 2 포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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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표 2~4는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의 시스템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 2. 2RU 제품 사양 

항목 사양 

하우징 1RU x 19 인치, 4 x SATA 드라이브 베이 

마더보드 Intel Xeon®  3200 시리즈, 2GB DDR2 SDRAM, 유니버셜 (x8) PCI-

Express 1 개 또는 64 비트 PCI-X 133MHz 슬롯 1 개 

LED 전원 상태, 하드 드라이브 활동, 네트워크 활동, 시스템 과열/팬 

실패 

무게 38 lb(17.2kg) 

크기 1.7 인치(43mm) x 17.2 인치(43 7mm) x 19.8 인치(503mm) 

전원 공급 장치 300W 

전력 요구사항(옵션 

카드 없음) 

• 110V/60Hz:스핀업 서지: 226W, 정상 상태:139W 

• 220V/60Hz: 스핀업 서지: 237W, 정상 상태: 150W 

작동 온도 50°~95°F(10°~35°C) 

표 3. 2RU Multiservices Platform 의 시스템 사양 

항목 사양 

하우징 2RU x 19 인치, 12 x SATA 드라이브 베이 

마더보드 듀얼 인텔 64 비트 Xeon®  Quad-Core 또는 듀얼코어 2GB DDR2 

SDRAM, 3 개의 (x8) PCI-e 슬롯(Gen 2.0 2 개)과 1 개의 (x4) PCI-e 

슬롯(x8 슬롯 사용) 

LED 전원 상태, 하드 드라이브 활동, 네트워크 활동, 시스템 과열/팬 

실패 

무게 52 lb(23.6Kg) 

크기 3.5 인치(89mm) x 17.2 인치(437mm) x 25.5 인치(648mm) 

전원 공급 장치 900W (1+1) 리던던트 전원 공급 장치 

전력 요구사항(옵션 

카드 없음) 

• 110V/60Hz: 스핀업 서지: 596W, 정상 상태: 345W 

• 220V/60Hz: 스핀업 서지: 600W, 정상 상태: 356W 

작동 온도 50~95°F(10~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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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RU Multiservices Platform 의 시스템 사양 

항목 사양 

하우징 1RU x 19 인치, 24 x SATA 드라이브 베이 

마더보드 듀얼 인텔 64 비트 Xeon®  Quad-Core 또는 듀얼코어 2GB DDR2 

SDRAM, 3 개의 (x8) PCI-e 슬롯(Gen 2.0 2 개)과 1 개의 (x4) PCI-e 

슬롯(x8 슬롯 사용) 

LED 전원 상태, 하드 드라이브 활동, 네트워크 활동, 시스템 과열/팬 

실패 

무게 75 lb(34Kg) 

크기 7 인치(17.78mm) x 17.2 인치(437mm) x 26.0 인치(66.0mm) 

전원 공급 장치 900W (2+1) 리던던시 전원 장치(전원 공급 장치 포함) 

전력 요구사항(옵션 

카드 없음) 

• 110V/60Hz: 스핀업 서지: 982W, 정상 상태: 455W 

• 220V/60Hz: 스핀업 서지: 926W, 정상 상태: 450W 

작동 온도 50~95°F(10~35°C) 

 

인증 정보 

다음과 같은 규정 준수 및 안전성 인증이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에 

적용됩니다.  

• FCC Part 15(CFR 47) Class A 

• ICES-003 Class A 

• EN55022 Class A 

• CISPR22 Class A 

• AS/NZS CISPR22 Class A 

• VCCI Class A 

• KN22 Class A 

• CNS13438 Class A 

• EN61000-3-2 

• EN61000-3-3 

• CISPR24 + A1 + A2  

• EN55024 + A1 + A2 

• EN50082-1: 1992 년, 1997 년 

• EN61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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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50130-4 

• EN61000 

• KN 전자파 내성 시리즈 

• EN61000 

• IEC61000 

• EN300386 

 

주문 정보 

주문을 하려면 시스코 주문 홈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Cisco Software Center(로그인 필요)를 이용하십시오. 표 5는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의 주문 정보를 나타냅니다. 

표 5. Multiservices Platform 주문 정보 

부품 번호 설명 

CIVS-MSP-

2RU 

2RU 섀시 마더보드, RAID 컨트롤러, 900W 전원 공급 장치 1 개, CPU 

1 개(드라이브 또는 옵션 카드 없음) 

CIVS-MSP-

4RU 

4RU 섀시 마더보드, RAID 컨트롤러, 900W 전원 공급 장치 2 개, CPU 

1 개(드라이브 또는 옵션 카드 없음) 

CIVS-MSP-

1RU 

1RU 섀시 마더보드 및 전원 공급 장치(드라이브 또는 옵션 카드 없음) 

CIVS-HDD-

750 

CIVS-MSP 플랫폼을 위한 750GB SATA 드라이브 

CIVS-HDD-

1000 

CIVS-MSP 플랫폼을 위한 1TB SATA 드라이브 

CIVS-PS-

900 

리던던시 900W 전원 공급 장치 옵션 

CIVS-FC-1P PCI-e 파이버 채널 옵션 

CIVS-ES-

16EC 

Cisco Video Surveillance 16 채널, PCI-X, CIF 인코더 카드(소프트웨어 

라이센스(Exacq) 옵션 포함), 4RU 섀시 전용 

 

출시 일정 

http://www.cisco.com/en/US/ordering/or13/or8/order_customer_help_how_to_order_listing.html
http://www.cisco.com/kobayashi/sw-center/sw-io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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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은 ATP(Cisco Authorized Technology 

Provider) 파트너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와 시스코 공식 파트너는 고객의 성공을 가속화하고 Cisco Physical Security 솔루

션에 대한 투자 결과를 극대화하도록 돕습니다. 위해 시스코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접

근법은 Cisco Physical Security 솔루션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활동을 정의

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식별하여 구현 비용 

절감 

• 네트워크의 시스템 지원 준비 평가와 이상적인 설계 개발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 효과적인 계획, 전문가 설치, 구성 및 통합을 통한 원활한 구현 지원 

• 어워드 수상을 통해 입증된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 가치 확대 

Cisco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Physical Security Multiservices Platfor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physicalsecurity를 참조하거나 시스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

시오. 

 

<업데이트: 2008년 11월 20일> 

 

http://www.cisco.com/go/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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