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yerHost (LAX02) 데이터센터
LayerHost’ LA2 데이터 센터는 L.A 시장내에서 탁월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아시아대륙을 오가
는 미국통신 트래픽의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LA1 데이터센터 (One Wilshire)와 LA2 데이터센
터는 인터넷피어링용 Any2Exchange®를 지원합니다 — 웨스트코스트 최대 규모의 피어링교환
소, CoreSite의 Open Cloud Exchange, AWS Direct Connect와 185개 이상의 이동 통신
사에 대한액세스.

시설 제공자
주소
인증
위치 오리엔테이션
건축 면적
주차 공간
화물적재 도크

CoreSite 리알티 주식회사 (NYSE:COR).
900 N. Alameda Street. Los Angeles, CA 90012
SSAE 16 SOC 1 Type 2 Compliant Data Center. HIPPA
차이나타운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431,000 sq ft 엔터프라이즈 급 데이터 센터.
건물내에 주차장도있고, 현장보안도 잘 되어있습니다.
인형과리프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LayerHost’ 코로케이션 의원석 정보
높인 바닥공간
전기용량
캐비닛용량
화재진압

다중화전원
능동냉각

액티브 콜드와열이 분리에포함됩니다.
4,000 AMP 전원용량.
50-80 x 42U 공간캐비닛. (사용가능한 확장)
레이저시스템의 매연초기 감지사전 조치구역 된 건식파이프시스템.
2N, N+1 과 N 비상발전기.
스위트 19-20°C 보관.

LayerHost’ 보안 과 24/7 건물액세스
키카드 액세스 
영업시간 
보안요원 
CCTV 
보안입구

포함된 이중인증 시스템 (카드 + 바이오메트릭스) 
휴일 포함하여 24시간 
24/7/365 보안요원 
온사이트 과 오프사이트에서 보관된 카메라감시 
6개문을통과해서 키 카드와 바이오메트릭스 개인스위트에 액세스

데이터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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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스위트룸 특헤  *빌려줄수는있지만, 소유할수는 없습니다.* 
•무료 PDU 사용 범위 에서 1U 에 4U. 
•전체 42U 캐비닛 고객에게 무료 원격 재부팅. 
•무료 캐비닛 나사 / 케이지 너트 
•드릴, 드라이버 등의 무료 도구 
•무료 CD 드라이브 
•무료 작업대, 크래시카트, Macbook Pro 사용 
•CoreSite의 Tech Suite / Lounge 무료 이용 
•라운지에서 무료 음료수 와 스낵제공 
•건물내에 무료 주차장 사용. 
•무료 공 CD / OS CD 사용. 

추가 청구한 장비 *구입후 아이템을 보관할수있습니다.* 

•Western Digital 하드 드라이브- 250GB, 500GB, 1TB, 2TB * 
•Supermicro Generic RAM – 2GB, 4GB, 과 8GB * 
•이더넷 케이블* 
•전원 케이블* 
•Supermicro/Gruber 레일* 

* 수수료는 요청시 논의될것입니다. 현재 인벤토리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 

•모든 시송캐리어가 하역장 액세스 할수있습니다. 
•24/7/365 납품을 위해 하역장이 열여있습니다. 
•화물리프트는 요청시 가능합니다.  
•돌리는 요청따라 이용가능합니다. 
•패키지 픽업은 LayerHost 직원만이 수행합니다. 직원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한. 

운송과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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