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독립 데이터센터 솔루션

E2D2
(EDEN Edge Digitalization DataCenter)

독립 Rack 형태로 고가용의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모든 설비 기능을 탑재한

마이크로 데이터센터(Micro DataCenter)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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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IT 인프라 솔루션 최고의 기업 이든티앤에스의

엣지 컴퓨팅 시대를 위한 지능형 독립 데이터센터 솔루션

- EDEN Edge Digitalization Datacenter(E2D2)

Edge Computing을 위한 준비

 엣지 컴퓨팅은 기업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운영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을 최적화 하는 방식으로

컴퓨팅(computing)노드를 중앙 집중 방식에서 최종단 처리의 분산 방식으로 변경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엣지(Egde, 사용자 최근접 위치 computing node)에 독립적 전산실(Data Center)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한 환경 구현 솔루션을 현재까지는 Micro Data Center(마이크로 데이터센터)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전산센터 중심의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를, 현장 중심의 소규모 전산센터 구축으로 변경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Data 처리의 중앙 집중화에 따른 Risk 발생 가능성 증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젠 Edge 단위를 자체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이든티앤에스의 E2D2 솔루션은 IoT, Edge Computing 등 실시간 서비스 요구가 증가되는 현재 Computing 환경과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존 DataCenter 의존도를 동시에 만족 시키는 소형 DataCenter 솔루션입니다.

즉, Edge Computing 환경에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고객의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Rack 솔루션입니다.

 독립 Rack 형태로 고가용 데이터센터(전산실)에 요구되는 모든 설비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Micro Data Center)로, 독자적인 Computing이 가능한 Edge형 IT 인프라를 탑재하여 Edge Computing 환경에서

요구하는 처리능력(Compute), 통제관리능력(Control), 연결성(Connectivity)을 보장하는 일체형 솔루션입니다.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E2D2 Guard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Door Open, 화재, 침수, 전력, Cooling 등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고, Computing 장비의 완벽한 운영 환경을 위해 항온항습 기능과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제공합니다.  

독자적 운영 환경 보장에 따라 별도의 투자 없이 

즉각적인 종단(Edge) 전산 환경 구축 및 네트워크 연동 구성 가능

자체 FMS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통제,

관리 기능 제공 및 기존 통합 관제

환경과의 연동 기능 제공

Compute
Analyze data from the

edge to reveral new
business, endineering,
or scientific insights

Control
Configure, actuate, or
orchestrate the things

and equipment at
the edge

Connectivity
Network or direct connect the
devices and things at the edge:
cars, tools, gadgets, appliances,

people, power grids, robots,
street lights, pumps, buildings,

etc.

HPE 등의 글로벌 IT인프라 솔루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고객사 필요에 적합한

Appliance computing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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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장의 생산 현장, 유통기업과 물류기업의 점포와 물류창고, 학교 내 사무실, 통신망을 위한

실외 중계기 센터에서, 실내 및 실외 어디든지 전원만 연결시키면,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바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Industry별 고객 Needs에 맞춘 Solution Appliance 제공 
        - SDN, SDWAN, 보안, 서버, 스토리지, Network 

·효율적인 Cooling 시스템 확보

        - 공냉식 냉매와 수냉식 냉매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combined cooling Type 
        - 필요시 수냉식 냉매 가동을 통한 전기 사용 효율 상승

·특수 환경의 고객 Needs에 맞춘 유연한 제품 제작 가능

        - Rack size 변경, EMP 기능, 카메라 등 추가 accessory 제작 및 장착 가능 

·전문 인력을 통한 유지보수 지원

        - Computing device와 Rack 환경(냉각 장치, 센서 등) 동시 지원 

특징

기대효과

기능

E2D2 Guard
·  본체 및 설치된 모든 IT 자산에 대한 관제 시스템

·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다수의 본체 운영 시 통합 관제 가능

·  운영 중인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의 연동 기능 제공

항온항습

·  공냉식 냉매와 수냉식 냉매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Combined cooling 시스템

·  효율적인 Cooling 시스템 확보

·  항온항습 모듈 분리형으로 제작, 이동 및 설치 용이성 확보

보안

·  디지털 도어록 기본 장착

·  요청 시 생체인식 장치 장착 가능

·  EMU 연동을 통한 무단 개방 감시

·  이중 철제 구조의 항체로 외부 충격 및 무단 파괴 불가

·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감시 및 영상 증거 확보 가능

UPS
·  기본 10KVA 용량 탑재(Full Height 기준)
·  장착 IT자산의 필요 용량에 따른 적합 용량 제시

·  인입 전력선 보호 장치

·  EMU을 통한 전력 모니터링 기능 제공

EMU(Environment Monitoring Unit)
·  모니터 기본 장착(Console 포트)
·  외부 인터넷 연결 가능(Ethernet 포트)
·  외부 모든 관제Tool 연동 가능(프로토콜 표준화)

PDU(Power Distribution Unit)
·  EMU를 통한 전원 상황 상시 감시

·  디지털 모듈 탈/부착 방식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가능

·  On/O� 스위치 장착 및 덮개 보호

·  배전 차단 기능

·  전류(A) 측정 가능

리스크 감소
전문 인력을 통한 유지보수 지원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감시로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통해 에러를 방지합니다.

운영 비용 절감
필요한 공간과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효율적인 냉각기 사용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개선합니다.

신속한 자원 확보
전산 장비와 솔루션을 탑재한 어플라이언스로 제공 가능하며,

전산실 구축과 기간에 따른 비용 증가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운영 혁신
고객 요청과 운영 환경에 맞춘 유연한 제품 제작을 통해

혁신적인 운영 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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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E2D2 제품 Specification

이든 E2D2 - All in One 제품군

Entry

Mid-range

Enterprise

Ent-HD

Ent-MC

Edge

VDI for
RPA

Rack Server x 1
(DL380) 

HCI SimpliVity
380 Mid * 2

HCI SimpliVity 380
Large * 4

Synergy 12000

SimpliVity
or Synergy

EdgeLine EL1000
or 4000

HCI SimpliVity
380 Small * 2

VSAN

Omnistack

Omnistack

SAN S/W
& 3PAR

Omnistack
or 3PAR

-

Omnistack

L2/L3 Switch x 1

L2/L3 Switch x 2 

L2/L3 Switch x 2 

SDN
(Nuage)

L2/L3 Switch or SDN

L2/L3 Switch x 2 +
GL10 or GL20 IoT
Gateway + Aruba

L2/L3 Switch x 2

Option
(VEEAM)

Omnibackup
& rapidDR

Omnibackup
& rapidDR

VEEAM
& RemoteCopy

Omnibackup
& rapidDR
or VEEAM

& RemoteCopy

-

Omnibackup
& rapidDR

Option
(통합로그,

서버보안)

Option
(통합로그,

서버보안)

Option
(통합로그,

서버보안)

Option
(통합로그,

서버보안)

Option
(통합로그,

서버보안)

Option
(Endpoint 보안)

Option
(통합로그,

서버보안)

소규모

(10VM 이하)

중규모

(20VM 이하)

대규모

(50VM 이상)

고집적 대규모

(100VM 이상)

미션 크리티컬

대규모(100VM
이상, 이중화)

IoT Edge
computing

VDI RPA
(50user 이하)

Half

Half

Full

Full

Full * 2

Hal for Full

Half

-

-

Option
(Container,

Private Cloud)

Option
(Container,

Private Cloud)

Option
(Container,

Private Cloud)

-

RPA

Option
(Versa)

Option
(Versa)

Option
(Versa)

Option
(Versa)

Option
(Versa)

-

-

Universal roller rack or Anchoring

20min @70% Load

Metered, Networked rack PDU * 2

Networked EMU & FMS

1 year

208-240Vac, 60Hz

Indoor / Outdoor Indoor

IP55 IP52

Model

Model Number

Size (W x D x H, mm)

Installation Method

Inside Space (U)

Usable Space (U)

Nominal IT Capacity (kW)

Cooling Method

Cooling condenser

UPS

Battery

Input Voltage

Available configuration

IP Grade

Power Distribution Unit

Environment Mornitoring

Net Weight

Warranty

Outdoor Full Rack  

E2D2-10000

1100 x 1720 x 2300

42

35

10

InRow DX & Water Combined

Outdoor condenser

10kw 19" Rack mounted

750kg

Outdoor Half Rack

E2D2-5000

700 x 1520 x 1900

23

18

5

Top DX & Water Combined

All-in-one

5kw 19" Rack mounted

430kg

Indoor Full Rack 

E2D2-9000

1100 x 1500 x 2100

42

35

10

InRow DX & Water Combined

Outdoor condenser

10kw 19" Rack mounted

700kg

Indoor Half Rack

E2D2-4000

700 x 1500 x 1800

23

18

5

Top DX & Water Combined

All-in-one

5kw 19" Rack mounted

400kg

Model Backup & DR Security Rack 기타 SolutionServer SDWANN/WStorage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