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요약

최적의 엣지 찾기
소매 엣지를 위한 Dell Technologies의 종합 솔루션

소매

절반 이상
2022년까지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외부에서 생성되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비율1

오늘날 소매업체들은 매장이나 유통 센터의 센서, 셀룰러 및 WiFi 추적 시스템,
지리 위치를 기반으로 광고를 타겟팅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카메라,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칩, POS(Point-of-Sale) 디바이스 등 엣지
장치로부터 유입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
환경은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IoT 데이터로부터 얻은 분석 정보를 통해
소매업체는 공급망 물류를 최적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대규모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턴시 및 대역폭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업체는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컴퓨팅 리소스를 클라우드 및 코어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에는 고유한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솔루션은 공간이 제약될 수 있는 소매점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외에 엣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현장 지원 리소스,
새로운 기술과 이전 기술의 비호환성, 최적이 아닌 운영 조건,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 형태의 보안 과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업체는 엣지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일관된
방법으로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및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엣지에 최적화된 통합 플랫폼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본 개요는
주요 포트폴리오 오퍼링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새로운 Dell EMC PowerEdge
XE2420에 특히 중점을 둡니다.

754억4000만
2025년까지 예상되는 전 세계
IoT(Internet of Things) 연결
디바이스 수2

70%
자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소매업체 및 소비재 회사의
백오피스 프로세스 비율3

엣지 솔루션을 위해 Dell EMC PowerEdge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모범 사례
엣지 구축은 데이터 센터의 통제된 환경을 훨씬 벗어난 원격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owerEdge 솔루션을 구축하고 구성할
때는 보안과 면밀한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안 관점에서 볼 때는 Dell LifeCycle Controller를 시작하여 펌웨어 및
BIOS가 최신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잠금 모드를 사용하여 무단 변경을
방지하는 것 등이 모범 사례입니다.
• 관리 관점에서는 iDRAC9을 통해 원격 액세스 및 알림을 구성하고
OpenManage를 통해 역할 기반 액세스를 구성하면 인증된 관리자가
문제나 잠재적 위협을 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OpenManage Enterprise 또는 OpenManage Mobile
을 사용하여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버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
VMware vCenter® 및 Microsoft 시스템 센터와의 통합, 주요 하드웨어
장애 및 기타 서버 문제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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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에 있는 소매업체를 위한 모범 사례
소매업체의 경우 데이터는 온라인, 매장, 공급망의 세
가지 주요 소스에서 생성됩니다. 온라인 공간은 클라우드
및 코어 데이터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엣지와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엣지 기술로 최적화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매장과 공급망입니다.

매장
• 원활한 고객 경험 제공: 고객의 매장 및 온라인
경험을 통합하려면(예: 고객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소매점에서 상품을 수령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허용함) 트랜잭션 위치에 관계없이
동기화되는 데이터 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물품 수령 보관함,
직원 스캐너, 중앙 집중식 재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엣지 디바이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센서를 사용하여 매장 내 프로세스 개선: 여기에는
현장 재고를 추적하는 선반 센서부터 재고나 고객
상호 작용을 추적하는 RFID 패시브 태그, 대기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캡처하는 슈퍼마켓의
센서나 비디오 카메라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소매업체는 센서에서 생성되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예: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계산대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함).
• 이 분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기업은
필요한 조치를 추천하는 머신 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유통 센터에서 매장으로 재고를 옮길 시점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영상 관제를 사용하여 패턴 감지 및 직원 능률
최적화: 이 비디오 데이터는 여러 위치의 유동
인구를 분석하고 고객들이 매장 내에서 제품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툴을
기업에 제공합니다. 소매업체는 직원의 움직임과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매장 현장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재무 및 비즈니스 데이터 사용: 모든 고객
트랜잭션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고객이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지출했습니까?
무엇에 지출했습니까? 매장 신용 카드, 쿠폰을
사용하거나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이 모든
POS 데이터를 사용하여 향후 구매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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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 원격 모니터링: 창고에 있는 센서 또는 RFID 태그는
기업이 배송 시간을 추적하고, 장비가 최대 효율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사용 가능한
딜리버리 베이 등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자동화 또는 로봇 효율성 향상: RFID 또는 다른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디바이스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기업은 창고 안에서 디바이스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알맞게 할당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운송 최적화: 소매업체는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배송 트럭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해당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물품이 소매점에 배송될 시점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부패하기 쉬운 재고 보호: 소매업체는 온도를
조절하고 음식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기와
냉각기 내부에서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매업체들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모델
(예: 관리자가 비정상적인 온도에 대한 알림을 받은
후에 수동으로 문제를 해결함)에서 벗어나 머신
러닝 모델을 통해 비정상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규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더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Dell EMC 포트폴리오
iDRAC9 데이터 센터
iDRAC9의 새로운 Datacenter 라이선스에는 텔레메트리
스트리밍, 실시간 BIOS 라이브 스캔, 자동 SSL 인증서
등록 및 갱신, 향상된 열 관리가 포함됩니다.
Dell EMC PowerEdge XR2
전통적으로, 서버 구매 결정은 IT의 몫이며 데이터
센터 외부의 모든 것은 OT의 몫입니다. Dell EMC
PowerEdge XR2는 두 조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판도를 바꿉니다. 처음부터 열악한 환경에
맞춰 제작된 이 컴팩트한 솔루션은 탄력적인 온도
범위와 충격 내성을 갖추고 있으며 최소한의 설치
공간만 필요합니다.

엣지에 있는 소매업체를 위한 다섯 가지 고려 사항
모범 사례를 구현하기 위해 소매업체는 유연성, 성능, 스토리지 용량, 서비스 가용성, 내구성이 적절하게 조합된 컴퓨팅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아래 표는 인텔 기반의 Dell EMC PowerEdge XE2420이 그러한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엣지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소매업체의 요구
사항

Dell EMC PowerEdge XE2420가 그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

소매업체가 누릴 수 있는 이점

1. 작은 설치 공간: 소매업체는 2-포스트 랙
설치와 같이 귀중한 소매 상면을 소모하지 않고
기존 공간에 들어맞는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2U, 얕은 깊이(600mm) 폼 팩터는 작은 구역과
기존 IT 아키텍처에 적합함

고집적 적응형 컴퓨팅 솔루션을 통해 전력 및
냉각 비용을 절약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IT
확장을 방지합니다.

2. 전원: 소매용 엣지 솔루션은 고급 분석과
머신 러닝 훈련 및 추론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가속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성능을 위해 최대 4개의 가속기를 지원함

혁신 및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솔루션으로 ROI를
향상시킵니다.

3. 대규모 스토리지 용량: 고객 또는 창고에서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로 인해 방대한 양의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PowerEdge XE2420은 최대 92TB의 스토리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집적도를 높이고 높은 스토리지
수요를 충족합니다.

4. 간편한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소매업체는
작은 공간 또는 엣지 기술에 최적화되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도 유지 보수 직원이
번거로움 없이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I/O 및 전원

비좁거나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비에 쉽게
접근합니다.

5. 견고성: 소매업체는 소매점 뒤쪽의 골방이나
실내 온도 조절 능력이 제한된 대형 창고 등
열악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넓은 작동 온도 범위(5°C~40°C),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 베젤 옵션,
NEBS(Network Equipment-Building System)
레벨 1 인증

열악한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약합니다.

또한 소매업체는 다음이 가능한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 데이터, 특히 감시 및 시각적 보안 목적을 위한 비디오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고객 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구성됩니다.
• 악의적 행위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Dell EMC PowerEdge XE2420은 빠른 네트워킹 및 높은 네트워크 처리량(1~100Gbe)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가속기 및 스토리지 구성을 지원하고, 실시간 BIOS 라이브 스캔과 iDRAC9 Datacenter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레이턴시가 낮은 시스템입니다.

엣지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
•
•
•
•

스마트 스토어
비디오 감시
단일 시스템 브랜치
(Branch in a box)
시각적 보안
자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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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를 위해 설계된 솔루션으로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점 활용
엣지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통해 소매업체는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운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매장
내 경험을 조정하는 동시에 공급망 물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엣지에서 성능, 속도, 유연성, 보안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장비가 필요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엣지에서 운영되는 소매업체의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Dell EMC PowerEdge
XE2420 서버 및 iDRAC9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직은
ROI(Return on Investment)를 높이고,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코어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Dell
Technologies는 기업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인텔과 Dell Technologies:
종합적인 엣지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협력
인텔은 쇼핑객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기술부터 분석을 사용하여 영업 직원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인텔
Responsive Retail Platform까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다양한 소매 환경을 지원합니다. 인텔은
소매 혁신에 주력하여 보다 풍부한 고객 경험,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강화된 소매 분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소매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툴을 사용하여 추가
분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Dell EMC PowerEdge
XE2420과 결합되어 고객이 엣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Dell Technologies과 인텔의 최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Dell Technologies 솔루션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ervers/specialtyservers/PowerEdge-XE-Servers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18-12-03-gartner-says-the-future-of-it-infrastructure-is-always-on-always-available-everywher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71264/iot-number-of-connected-devices-worldwide/
3
https://www.digitalistmag.com/customer-experience/2019/03/25/creating-intelligent-enterprise-in-retail-part-2-ai-rpa-future-store-0619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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