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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엣지 찾기
생성 시점에 데이터를 강화하여 가치 창출

정보 대 기술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데이터 중심 시대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은 의심할 여지
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속도가 변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변했습니다.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증가하게 된 다양한 디지
털 경험과 즉각적인 정보 액세스에 대한 수요가 기업의 우선 순위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요구가 IT 및 OT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IT는 비즈니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변화할 수 없
는 것 같습니다. 리소스는 덜 활용되고 있거나 비즈니스 요구에 부
합할 만큼 민첩하지 못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와 IT 기능 간의 이러한
격차가 점점 마찰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T 현대화 및 혁신이 비즈니스와 IT 모두에게 필수 요소
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
금 우리가 알고 있는 IT의 정의가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정보를 필요로 합
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우선 순위가 곧 IT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IT 능력은 비즈
니스 능력을 뒷받침하며, 비즈니스 능력에 따라 미래의 우선 순위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제한되거나 확장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될 것
인지 아니면 악순환이 될 것인지는 IT 우선 순위와 비즈니스 우선 순
위가 얼마나 밀접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코어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생성됨에 따라 그
러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려면 상상력을 엣지까지 넓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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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애플리케이션
Apps
define
digital
business

Apps
create and
consume
data

Apps
run on
technology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혁신의 플라이휠

성공적인 기업에서 IT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관리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순환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기술, 정보가 동기화되어 함께 작동하면 비즈니스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라이휠이 만들어집니다.
•

•

The flywheel of innovation
•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애플리케이션 세트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배포함에 따라 아이디어는
코드가 됩니다.
기술: 애플리케이션은 IT 운영 담당자가 관리하는 기술로 실행됩니다. IT
운영 담당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와 현재 가용
리소스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정보: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소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원동력이 되는 분석 정보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애플리케이션은 사무실 PC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코어 데이터 센터의 기술에만
의지하여 유용한 정보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기존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 외부에 있으므로 기술 리더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야 합니다.

엣지 이해
"2023년까지 5억
개 이상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개발되고
배포될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산업별
디지털 혁신 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최소
경쟁 요구 사항이
정의될 것입니다."

내부 온도가 조절되는 통로와 빛나는 장비 랙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모던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한 곳에
모두 있고 예측 가능한 시간대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문명화된 방식으로 활용,
저장, 보호, 규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더 이상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또는 심지어 클라우드에서도
생성, 소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는 지도 위의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스와 위치로부터 끊임없이 스트리밍됩니다.
그 중 다수는 무선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데이터의 유효 수명은 단
몇 초입니다. 다른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와 결합되고 분석을 통해 심층 분석
정보를 얻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교차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생성, 처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하지만 수명이 짧은 공간을 "엣지"라고
부릅니다.
고객은 몰입형 실시간 디지털 경험과 상호 작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스트럭처 배치를 재고하여 데이터 생성 및 소비
시점에 최대한 가깝게 이동함으로써 그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쟁력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한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IDC FutureScape1

1

IDC, “IDC FutureScape Outlines the Impact ‘Digital Supremacy’ Will Have on Enterprise Transformation and the IT Industry,”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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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 엣지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

오늘날의 데이터는...
엣지에 있음:
2024년까지 엣지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는

800%

4

증가할 전망입니다.
무한하지만 수명이
짧음:

33%의

기업은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위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5
모바일 및 무선: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 트래픽의

52.2%

데이터 과제
물리적 거리

데이터 확산

실질적 우려

네트워킹에는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레이턴시가 커집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계량되고 측정되므로
데이터가 24x7 생성됩니다.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비현실적입니다.

소매 및 제조 엣지
애플리케이션에는 1ms
레이턴시가 요구됩니다.

2025년에는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에 의해
90ZB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입니다.2

2025년까지 75%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외부에서 생성될 것입니다.3

인프라스트럭처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생성 및 소비
지점에 더 가깝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동합니다.

코어 데이터 센터와 엣지에
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추가합니다.

수집, 분석 및 저장 기능을
데이터 소스에 더 가깝게
가져옵니다.

엣지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

기술 리더들은 엣지를 향해 나아갈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엣지는 하나의
물체, 장소 또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기업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어떤 엣지 IT 솔루션이 적합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엣지에서의 과제
• 위치: 대역폭 및 네트워크 연결이 제한됨
• 환경: 외부 환경에 노출되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 있음
• 공간: 협소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함
• 전원: 이상적인 전력 및 냉각 조건에 미치지 못함
• 운영: 숙련된 IT 직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
• 대역폭: 제약되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산발적임
• 보안: 데이터 센터의 테두리 밖에서 IT가 보안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결국에 엣지 컴퓨팅이란 기업이 엣지에 맞게 엔지니어링된 제품을 통해 이러한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가 휴대폰을 통해
생성됩니다.6

IDC, “The Digitization of the World from Edge to Core,” 2018년 11월.
Smarter with Gartner, “What Edge Computing Means for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Leaders,” 2018년 10월.
4
IDC, “IDC FutureScape Outlines the Impact “Digital Supremacy” Will Have on Enterprise Transformation and the IT Industry,” 2019년 10월.
5
TechRepublic, “Data streaming on the rise according to developers,” 2019년 5월.
6
Statista, “Percentage of all global web pages served to mobile phones from 2009 to 2018,” 2019년 7월.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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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의 관점
엣지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생성하려면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엣지에서 데이터를 집계, 분석, 조율하는 능력은
기업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고객을 놀라고 기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즈니스가 관리에 앞장서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IT와 협력해야 합니다.
• 시스템 전반: 고립된 구현을 해체하고, 섀도우 IT를 줄이고, LoB(Line
of Business)에서 이미 채택한 후에 솔루션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방지합니다.
• 규범적: 쿠키 커터 솔루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IT는 엣지에 맞게
신중하게 엔지니어링된 솔루션을 적절히 조합하여 엣지에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가치 가속화: IT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과, 일관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고,
데이터 자산 전반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와 함께 최적의 엣지 찾기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위한 일관된 운영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터프라이즈급
기술의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몇 안 되는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Dell Technologies Cloud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더욱 간단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VMware®의 강력한 성능과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를 결합했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및
엣지 위치 전반에 걸쳐 일관된 운영 모델과 간소화된 관리를 통해 클라우드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Dell EMC SD-WAN 솔루션은 업계를 선도하는 SD-WAN 소프트웨어와
여러 구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Dell EMC 어플라이언스를 결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브랜치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 Dell Edge Gateway는 네트워크 엣지에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을
지원하는 견고한 지능형 디바이스입니다. Dell Embedded Box PC는 제조
및 기타 험악한 환경에 맞게 제작된 구성 가능하고, 견고하고, 팬이 없는 PC
입니다.
• Dell Data Protection은 데스크탑, 노트북, USB 썸 드라이브, 외장형
스토리지 디바이스, 옵티컬 미디어에서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보호합니다.
• Dell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링은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이터
보호를 엔지니어드 시스템과 검증된 디자인으로 통합하여 IT를 간소화하고
운영을 혁신합니다.

5 | 최적의 엣지 찾기
© 2020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Find Edge
your Edge
withEMC
Dell EMC
Find your
with Dell
New

Data
Edge Edge
Data
Applications Collection
Collection
Applications

Edge Computing
Edge Computing
and Analysis
and Analysis

Battlefield
Battlefield Deployments
Deployments
Autonomous
AutonomousVehicles
Vehicles
Retail

Retail

Dell Edge
Dell Edge Gateway
Gateway
Dell Embedded
Dell Embedded Box PC
Box PC

New

PowerEdge
XE2420

PowerEdge
XE2420

New

New

New

Data AI | DeepAI | Deep
Real-timeReal-time
Data
Protection LearningLearning
AnalyticsAnalytics Protection

Dell EMC Streaming
PowerProtect
Dell EMC Streaming
PowerProtect X400
Data Platform
Data Platform
X400
Integrated Data
IntegratedProtection
Data
Appliance
Protection Appliance

Modular Data Center
Modular Data Center
Micro 415
PowerEdge XR2Micro 415
PowerEdge XR2

Smart
Smart
Manufacturing
Manufacturing

New

HPC Ready
HPC Ready
Architecture with AI
Architecture and
with Data
AI Analytics
and Data Analytics

DELL
EMC SD-WAN
SOLUTION
POWERED
BY VMWARE
DELL EMC
SD-WAN
SOLUTION
POWERED
BY VMWARE
DELL TECHNOLOGIES
DELL TECHNOLOGIES
CLOUD CLOUD

이 방대한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Dell Technologies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엣지 컴퓨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엣지에서 중앙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엔지니어링된 기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확장합니다.

새로운 Dell EMC PowerEdge XE2420 서버

열악한 엣지 환경을 위한 고집적 컴퓨팅, 간소화된 관리, 강력한 보안
새로운 Dell EMC PowerEdge XE2420은 엣지 컴퓨팅을 위해 재구상된 절반
깊이의 고성능 서버입니다.
• 성능 중심으로 제작됨: 강력한 2U, 2소켓 성능 그리고 서버당 최대 4개의
가속기와 92TB의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열악한 엣지 환경에 맞게 설계됨: NEBS(Network Equipment-Building
System) 가이드라인에 따른 테스트를 통과한 낮은 레이턴시와 얕은 깊이의
시스템으로, 허용되는 작동 온도 범위가 넓고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
베젤 옵션이 있습니다.
• 엣지에서의 통합 보안 및 일관된 관리: 사이버 복구 아키텍처를 갖춘
강력한 통합 보안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리 경험을 갖춘 새로운 iDRAC9
을 제공합니다. 전면에서 접근하고 냉통로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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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Dell EMC PowerEdge XR2 서버
컴퓨팅을 소스에 더 가깝게 이동

처음부터 험악한 환경에 맞춰 제작된 컴팩트한 Dell EMC PowerEdge XR2는
데이터 센터 외부로 컴퓨팅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탄력적인 온도 범위: 최고 45°C의 온도에서 작동하며 최대 8시간 동안 55°C
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는 통신 및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 충격 내성: 군사 및 해양 용도를 위한 충격, 진동, 먼지, 습도,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인증 조건을 초과 달성합니다.
• 최소 설치 공간: 공간이 제약된 설치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Dell EMC 최초의 견고한 1U, 얕은 깊이 서버로서 더 작은 설치
공간 안에서 견고한 컴퓨팅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iDRAC9 및 Datacenter 옵션
엣지 보안 및 제어

Datacenter 옵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iDRAC9 v4.0 내장 관리 기능은
현재 출하되는 모든 Dell EMC PowerEdge 서버를 원격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를
자동화하는 데 유용한 새로운 혁신 기술로 바꿉니다. 여기에는 텔레메트리
스트리밍, 원격 OS 구축, 강화된 열 관리 및 보안이 포함됩니다. 이제 IT는
어디에 구축되어 있건 모든 iDRAC9 시스템에 대한 AI 운영(AIOps)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엣지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 관리와 코어에서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최대 300만 개의 데이터 지점을
스트리밍함으로써 iDRAC9은 정교한 분석 알고리듬을 통해 미래의 서버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예측하고 해결하여 고가용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iDRAC9은
엣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 설치, 배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어, 원격 구축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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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 Services 및 금융 지원

81%

Dell Technologies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협력하고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을 연계하여 혁신을 앞당기고 최적의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oT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미국 조직의 비율7

•

•

Dell Technologies와 함께
최적의 엣지 찾기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으로
구성된 전체 포트폴리오는 엣지에서
중앙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집계, 분석,
조율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Dell
Technologies와 함께하면 더
민첩해지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

•

DellTechnologies.com/kr/Servers
•

•
7

Health Security, "82% IoT Devices of Health
Providers, Vendors Targeted by Cyberattacks,"
2019년 8월.

Dell Technologies와 함께
최적의 엣지 찾기

빅데이터 비전 워크샵은 구축의 타당성과 비즈니스 가치를 가장 잘
충족하는 단일 활용 사례를 파악하고 최우선으로 구현하는 고유한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3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정은 조사, 인터뷰, 데이터 과학
전문 지식 및 기법을 조직에 적용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루 일정의 워크샵을
통해 활용 사례와 경로를 찾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와 같은 Dell의 접근
방식은 다른 여러 공급업체에서 강요하는 "일단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과 차별화됩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공인 전문가를 통해 엣지 컴퓨팅의 비즈니스 가치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진단, 워크샵,
테스트, PoC(Proof of Concept) 및 운영 환경 구축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로부터 엣지 컴퓨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전문 지식을 전달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l Education Services는 자기 주도형 온라인 실습과 강의식 워크샵을 통해
데이터 과학 및 첨단 분석 영역의 교육 과정과 인증을 제공합니다.
Dell 구축 전문가들은 코어 또는 엣지에서 Data Analytics, HPC 및 AI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지식 및
모범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Dell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Dell 지원 전문가들은 24x7 포괄적인 하드웨어 지원 및 협업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ProSupport에는 4시간 및 8시간 부품 및 인력 대응 옵션의
익일(영업일 기준) 현장 서비스와 고객이 정하는 심각도 수준을 기준으로
한 에스컬레이션 관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ProSupport Plus 옵션에는
고객의 모든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TSM(Technology Service Manager)이 포함됩니다.
Dell Financial Service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스 및 금융 지원 옵션을
활용해 자본 지출, 운영 비용 및 현금 유동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곳의 전용 시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Dell CSC(Customer Solution
Center)는 세계적 수준의 IT 전문가가 고객 및 잠재 고객과 협업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브리핑, 워크샵 또는 PoC(Proof of Concept)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심층적인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성공과 경쟁력
확보를 돕습니다. Dell CSC(Customer Solution Center)는 새로운 기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고 구축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Dell Technologies 전문가
에게 문의

추가 리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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