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브리프

최적의 엣지 찾기
통신업체 엣지를 위한 Dell Technologies의 종합 솔루션

통신업체

45%
2025년까지 5G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양 2

5G 혁명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이전에 꿈꿔오던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최대 20Gbs의 처리량과 1ms의 레이턴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수신할 수 있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1 5G가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활용하려면 통신업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양한 5G 지원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은 짧은 레이턴시와 고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통신업체는 엣지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vCDN(virtual Content
Delivery Networks) 및 vRAN(virtual Radio Access Networks)과 같은 사용
사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신업체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5G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존 엣지 인프라스트럭처는 5G 기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존 통신업체 엣지 네트워크는 5G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기존
장비와 경직되고 확장 불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높은 운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업체는 엣지에서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빠르고 유연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Dell Technologie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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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새로운 Dell EMC
PowerEdge XE2420에 중점을 둡니다.

754억4000만
2025년까지 예상되는 전 세계
IoT(Internet of Things) 연결
디바이스 수3

엣지의 네트워킹 아키텍처 평가

33%

통신업체는 엣지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엣지의 각 부분에 배포할
애플리케이션을 결정해야 하며, 엣지 구축을 중앙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동 통신 데이터,
유선 이더넷 또는 Wi-Fi 등이 있습니다. 설계 및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의 비율 4

• 서비스 수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
• 초기 예상치에 조정이 필요하거나 네트워킹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확장성을 통합하는 아키텍처
• 보안 침해나 공격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기능 및
모니터링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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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의 통신업체를 위한 모범 사례
통신업체 고객은 엣지의 5G 노드에서 예상되는 낮은
레이턴시와 현지화된 컴퓨팅 성능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업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답하자면 엣지의
제약 조건에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다음은 엣지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하고 최적화하려는
통신업체를 위한 몇 가지 모범 사례와 고려사항입니다.
• 5G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려는 통신업체에는
신속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모든 엣지 인프라스트럭처는 신속한 초기 구축에
적합해야 하며 고객의 현재 요구 사항에 맞게
규모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 고객이 5G의 잠재력을 인식함에 따라 통신업체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해야 합니다.
• 최적의 솔루션은 신속한 구축과 동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통신업체가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컴퓨팅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통신업체는 구축 중인 환경에 적합한 컴퓨팅을
선택해야 합니다.

엣지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
•
•
•
•
•
•

vCDN
vRAN
통신 클라우드
5G 셀 프로세싱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지원
다중 접속 엣지 컴퓨팅 구현

• 이상적인 솔루션은 기존 서버가 견딜 수 없는 온도
변화나 먼지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 또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대대적으로(비용이
많이 드는) 정비할 필요 없이 기존 인프라스트럭처
(예: 2포스트 랙만 있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 구축 전략을 수립할 때 통신업체는 보안과 원격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 IT 직원이 장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원격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옵션이 필수입니다.
• 오버 프로비저닝 리소스와 같은 기존 데이터
센터 전략은 엣지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적화된 엣지 인프라스트럭처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분석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여 운영
효율성을 정밀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갖춘
Dell EMC 포트폴리오
iDRAC9 Datacenter
iDRAC9의 새로운 Datacenter 라이선스에는 텔레메트리
스트리밍, 실시간 BIOS 라이브 스캔, 자동 SSL 인증서
등록 및 갱신, 향상된 열 관리가 포함됩니다.
Dell EMC PowerEdge XR2
처음부터 열악한 환경을 위해 제작된 컴팩트한 Dell
EMC PowerEdge XR2는 탄력적인 온도 범위와 충격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소한의 설치 공간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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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에 있는 통신업체를 위한 5가지 고려 사항
이러한 모범 사례를 구현하기 위해 통신업체는 성능, 속도, 유연성, 내구성, 보안이 적절히 조합된 컴퓨팅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아래 표는 인텔 기반의 Dell EMC PowerEdge XE2420이 그러한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엣지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통신업체의 요구
사항

Dell EMC PowerEdge XE2420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

통신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점

1. 고성능: 엣지 솔루션에는 5G 네트워크 및 IoT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가속기가 있어야 함

고성능을 위해 최대 4개의 가속기를 지원함

엣지에서 통신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성능 솔루션으로 ROI 증대

2. 낮은 레이턴시: 5G 네트워킹 및 IoT 기술
(가상 현실과 머신 러닝을 위한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 솔루션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빠른 네트워킹과 높은 네트워크 처리량
(1~100Gbe)을 제공하는 낮은 레이턴시의 시스템

신속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거나 레이턴시가 낮은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지원

3. 자동화/동적 구성: 통신업체는 5G에 대한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이 필요함

여러 개의 가속기와 최대 92TB의 스토리지 지원

통신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컴퓨팅 요구 사항의 변화에
맞추어 가속기 및 스토리지 추가

4. 견고성: 통신업체는 엣지 근처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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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절약

5. 보안: 통신업체는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이 필요함

모든 버전의 iDRAC9은 실리콘 기반 RoT(Root
of Trust)를 제공하며, 새로운 Datacenter
라이선스도 실시간 BIOS 라이브 스캔을 사용함

엣지에서 장비가 손상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데이터 보호

또한 통신업체는 다음이 가능한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 빈번한 IT 개입 없이 주요 서비스를 원격으로 배포
• 고집적 적응형 컴퓨팅 솔루션을 통해 전력 및 냉각 비용을 절약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IT 확장을 방지
• 좁거나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비에 쉽게 접근 가능
Dell EMC PowerEdge XE2420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SSL 인증서 자동 등록 및 갱신과 같은 간편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짧은 깊이(600mm)의 폼 팩터로 좁은 공간과 기존 IT 아키텍처에 적합하고, 전면에서 접근 가능한 I/O 및
전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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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를 위해 설계된 솔루션으로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점 활용
5G 네트워크와 IoT 중심 애플리케이션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체는 더 낮은 레이턴시와 더 높은
대역폭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의 엣지를 고객 가까이에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엣지에서 성능, 속도, 유연성, 보안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장비가 필요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엣지에서 운영되는 통신업체의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Dell EMC PowerEdge
XE2420 서버 및 iDRAC9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신업체는 ROI(Return on Investment)를 높이고,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며,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중앙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Dell Technologies는 기업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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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과 Dell Technologies:
종합적인 엣지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협력
통신업체는 서비스 속도와 민첩성의 저하를 원치
않으며,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성능과 강력한 보안을
갖추고 지역과 전 세계 수요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Dell EMC와 인텔은
통신업체가 서비스를 배포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Dell EMC PowerEdge XE2420은 인텔
®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통신업체가 네트워크를 혁신하고 5G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에
이르는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의 결합은 통신업체가 vCDN 및 vRAN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엣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의료 및 제조 등의 산업에 새로운 5G 기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https://innovationatwork.ieee.org/3-key-benefits-of-5g/
https://www.ericsson.com/en/mobility-report
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71264/iot-number-of-connected-devices-worldwide/
4
https://www.techrepublic.com/article/data-streaming-on-the-rise-according-to-developers/
1
2

Dell EMC 엣지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 Technologies
전문가에게 문의

추가 리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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