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엣지 데이터 센터

Vertiv의 포트폴리오는 전원, 온도, 인프라  
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에 이르며, 

250곳에 달하는 전 세계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가 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파른 학습 곡선을 수용하고 현지의 

복잡성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기꺼이 대처할 생각이라면 아마 모든 것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엣지 인프라를 

쉽게 구축하기 위해 선도적인 엣지 제품, 맞춤형 

서비스 오퍼링 및 글로벌 지원을 갖춘 전문 

파트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Vertiv 글로벌 솔루션이 바로 그런 
파트너입니다.

Vertiv는 초기 요구 사항의 개발에서부터 

프로젝트의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 내내 함께 

협력합니다. Vertiv와 함께하면 당사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당사의 경험과 

분야별로 파트너를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혁신적인 조직이 그러하듯이 이런 결정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엣지 컴퓨팅 용량을 설계, 배치, 
유지관리하기 위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또는 수천 개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엣지 컴퓨팅 요구 
사항을 탐색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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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데이터 센터

Vertiv는 SmartMod 및 SmartMod 인프라를 
비롯한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을 활용하고 
맞춤화하며 필요에 따라 주, 지방, 연방 
공무원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Vertiv 글로벌 솔루션을 통해 여러분은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확장성을 개선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되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고유하게 맞춤화된 모듈식 엣지 데이터 

센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yy Vertiv는 여러 부문에 걸쳐 최고의 우수함을 갖춘 60명 

이상의 엔지니어링 팀와 함께 여러분의 솔루션을 사전 

구성 및 사전 검증합니다.

yy 배치 시간을 단축하여 예측되지 않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yy Vertiv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부문별 파트너를 함께 활용하고 핵심 임무 문제를 

단순화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Vertiv 글로벌 
솔루션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계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Vertiv의 풍부한 경험과 리소스를 활용하면 필요한 것에 더 잘 
적응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다른 기업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솔루션을 계속 개발할 수 있습니다.

VERTIV는 핵심 임무를 더 쉽게  
달성하도록 합니다.

유연성 확장성 효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