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빌더 Milestone 의 맞춤 솔루션

Promise 에서 공개합니다.
하드웨어 및 인프라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가 탄생했습니다.
Milestone XProtect VMS를 미리 설치한 하드웨어를 설계/구축/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어 더 많은 고객들이 최신
Promise 동영상 기술 플랫폼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Promise Technology와 Milestone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미들 마켓을
위한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서비스 지원도 제공되는 이 솔루션은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Promise Vess 시리즈와 Milestone의 혁신적인 동영상 기술이 만나 업계
최고의 솔루션을 개발한 덕분에 파트너와 고객이 TCO(총 소유 비용)를 대폭
낮추면서 배포와 솔루션 가치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빨라졌습니다.

더욱 빠른 속도. 보다 우수한 성능.
단순해진 작업.
•

얼굴 또는 차량 번호판 인식

동영상 분석

속도에 최적화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작업이 간소화되고 기록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효율성을 위해 특별히 제작

카메라 관리

Milestone의 VMS를 적용한 Promise Intelligent Vess 시리즈는
고가용성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 기능으로 기록 환경에
최적화하여 특별히 제작한 강력한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 내장된 단순성
Promise와 Milestone이 공동 개발한 이 솔루션은 복잡성을 낮추고
관리 작업을 단순화해 고객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솔루션

www.promise.com

미들 마켓을 혁신하다

시스템 빌더 프로그램의 필수품

업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어플라이언스

Milestone XProtect Essential+ VMS(동영상 관리
소프트웨어)를 Promise Vess A 시리즈에 미리 로드했습니다. 이
다재다능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복잡한 데이터 관리 계층 및
스토리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누적되는 방대한 동영상 데이터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능을 확장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 절감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까지 가능한 전체적인 솔루션 기반 방식의
최적화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 하드웨어 비용 절감
•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간편한 설치 및 관리
• 설치 및 운영 비용 감소
• 원활한 솔루션 확장

Promise 지능형
스토리지

Milestone XProtect
VMS

시장 잠재력

확대

PROMISE SMARTBOOST TMTechnology

높은 솔루션 유연성
• 특정 고객 요구에 부응
• MIP를 통한 통합 가능성 확대

• 기록에 최적화된 쓰기
• RAID가 치명적인 상태이거나 재구축 중일 때도
안정적인 기록
• 재생을 위한 예측 읽기

철저한 사이버 보안
• 내부 및 외부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보호력 강화

• 서비스 연속성
• 스토리지의 CPU 사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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