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콘솔 서버, VTS II Series

▶ VTS II 400
4-포트 지능형 콘솔 서버

▶ VTS II 800/1600/3200
8/16/32-포트 지능형 콘솔 서버

▶ VTS II 4800
48-포트 지능형 콘솔 서버

VTS II 시리즈 는 이기종 장비들의 시스템 콘솔들을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사적인 각종 IT 자원들을 효율적이고 체
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VTS II 시리즈 는 듀얼 파워, 듀얼 이더넷 및 내장형 모뎀 등 강력한 이중
화 기능을 지원하여 안정성을 보장하며, 내장된 USB 또는 PC 카드 인터
페이스를 통해 무선 LAN 연결, CDMA 무선 통신 연결, 플래시 메모리 추
가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VTS II 시리즈 는 지능형 콘솔 서버로써 Perl 스크립트 엔진과 16M의 사
용자 메모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각종 부가 기능을 구
현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콘솔 통합 관리를 할 수 있
습니다. 
VTS II 시리즈 는 SSH 등 터미널 접속 보안 뿐 아니라, 사용자 인증 보
안인 RADIUS, LDAP, TACACS+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그룹
에 의해 포트 접속을 관리할 수 있게 하며, Custom PAM(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s)에 의해 전체적인 접속 보안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원 높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VTS II 시리즈 는 Intel, HP, DELL, Sun 등의 다양한 서버 관리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IPMI v 2.0, iLO, ALOM, DRAC, SMASH 등 서버 자
체적으로 내장된 관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VTS II 시리즈 는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연결, 웹 기반의 원격 관리 소
프트웨어 및 VNC 연결 기능을 지원하는 Free KVM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한 서버 당 최대 8개의 Free KVM 콘솔 세션을 지원합니다.
VTS II 시리즈 는 강력한 데이터 로깅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내장 또는 원
격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로 장비들의 콘솔 메시지 이력을 저장할 수 
있으며, 경보 발생 알림 기능 등을 구비함으로써 사용자의 효과적인 장비 
관리를 지원합니다.
VTS II 시리즈 는 전원 제어 장치, VTS PM 과 연동하여 장비의 콘솔 제어 
뿐만 아니라 전원 Rebooting 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인 장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특징

·4/8/16/32/48  콘솔 포트의 통합 관리 지원
- Sun, Cisco, IBM, HP 등 모든 장비들과 호환
- 컴팩트한 1U 사이즈

·IP v4 / v6 듀얼 스택 지원
·Perl 스크립트 엔진 내장
·다양한 콘솔 관리 기능

- 포트 데이터 로깅
      (syslog, NFS, samba, USB/PCMCIA  메모리 등)
   - 포트 이벤트에 따른 각종 자동화 기능
      (SNMP trap에 의한경보 발생 및 Perl 스크립트에 의한
      자동 조치)
   - 포트에 연결된 장비들의 자동 인식 기능
   - 포트 별 사용자 그룹 관리 및 동시 사용자 접속지원
·Free KVM 연결 지원

-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연결, 웹 기반의 원격 관리 소프트
      웨어 및 VNC 연결 기능 지원
·강력한 보안 지원

- SSH, SSL, HTTPS, Firewall
- RADIUS, LDAP, TACACS+, Kerberos 인증

·다양한 서버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지원
- IPMI v 2.0, iLO, ALOM, DRAC, SMASH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
- USB 2.0 호스트 : USB 메모리 등
- PCMCIA 카드 : 플래쉬 메모리, 모뎀, 유무선 LAN 카드

·강력한 이중화 지원
- Dual Ethernet, Dual Power, 내장형 모뎀 장착

·각종 전원 관리 장치와의 연동을 통한 전원 제어 지원
- Servertech, Baytech 및 세나 전원관리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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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콘솔 서버, VTS II Series

주문 정보

VTS II 400  VTS II, 4-포트 지능형 콘솔서버, 5V 전원 어댑터
VTS II 800  VTS II, 8-포트 지능형 콘솔서버, Dual-AC 전원
VTS II 1600   VTS II, 16-포트 지능형 콘솔서버, Dual-AC 전원
VTS II 3200  VTS II, 32-포트 지능형 콘솔서버, Dual-AC 전원
VTS II 4800  VTS II, 48-포트 지능형 콘솔서버, Dual-AC 전원

포함 내역 
  - Quick Start Guide 
   - CD-ROM (설명서, 데이타쉬트, 유틸리티 프로그램)
   - 전원코드 또는 전원 어댑터
   - CAT5 케이블
   - 콘솔 케이블키트

선택 사항 
  - #0401078 RJ45 to DB9 Female 크로스오버 케이블 어댑터, 4개 1세트 
   - #0401079 RJ45 to DB25 Female 크로스오버 케이블 어댑터, 4개 1세트 
   - #0401080 RJ45 to DB25 Male 크로스오버 케이블 어댑터, 4개 1세트 
   - #0401081 RJ45 to DB25 Male 스트레이트 케이블 어댑터, 4개 1세트 
   - #0200025           VTS II 400용 랙설치 키트

자세한 정보는 세나 웹페이지에서
www.senaindustrial.co.kr

일반 문의사항: info@senaindustrial.co.kr 
제품 문의 및 협력업체 문의: sales@senaindustrial.co.kr 

기술 지원: support@senaindustri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