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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oxTM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까지
침지냉각의 혁신적 변화를 지금 체험하십시오.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까지
침지냉각의 혁신적 변화를 지금 체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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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냉각

침지
냉각

침지냉각(Immersion Cooling) 도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침지냉각(Immersion Cooling)은 3세대 냉각 솔루션입니다.

공기냉각 VS 침지냉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등 데이터센터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 차세대 냉각 솔루션
으로 침지냉각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침지냉각이라는 단어를 듣고 전자기기를 물에 빠뜨려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침지냉각에 사용하는 액체는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1,400배 뛰어
나며, 전기전도도는 8배 더 적은 절연 특성을 가진 냉매입니다. 이 냉매에 IT장비를 넣어서 
냉각하는 방식이 침지냉각입니다. 고객은 걱정 없이 SmartBox가 제공하는 침지냉각의 
성능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공간 활용 전력 밀도 컴퓨팅 파워

Zhangbei 데이터센터에
'18년 시범 적용,

'20년 본격적용 시작

워싱턴주 퀸시에 위치한
애저데이터센터에 적용 시작

에너지기술연구원에
SmartBox 시스템

국내 최초 공급

Air Cooling(PUE=1.6)

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

침지냉각 도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등 데이터센터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 차세대 냉각
솔루션으로 침지냉각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침지냉각 은 세대 냉각 솔루션입니다
침지냉각이라는 단어를 듣고 전자기기를 물에 빠뜨려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침지냉각에 사용하는 액체는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배
뛰어나며 전기전도도는 배 더 적은 절연 특성을 가진 냉매입니다 이 냉매에 장비를 넣어서
냉각하는 방식이 침지냉각입니다 고객은 걱정없이 가 제공하는 침지냉각이 주는
편익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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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Cooling(PUE=1.4)

4~40 kW/rack UP to 10 kW/㎡

UP to 100 kW/㎡UP to 250 kW/rack

Immersion Cooling(PUE≤1.1)

'20년부터 본격 적용 '20년 하반기부터 적용 '21. 11월 최초 납품

에어컨 에어컨

서버랙

쿨링타워 쿨링타워

서버랙 침지냉각
시스템

6배 증가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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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냉각의 Performance

침지냉각 Immersion Cooling 용 냉매의 종류와 특성

 구분 hydrocarbon fluorocarbon hydrocarbon(국산) 측정조건

비중 (kg/㎥) 0.806 1.855 0.835

증기 압력 (Pa) ＜0.5 ＜0.1 20℃

점도 (㎟/s) 9.8 2.2 19.2 40℃

비열 (j/kg.k) 2,274 1,100 2,199 40℃

열전도 (W/m.K) 0.142 0.065 0.151 40℃

PUE ≤ 1.1 달성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전력효율지수)
= Total Facility Power / IT Equipment Power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절감

총소유비용(TCO) 25~40% 절감 초기 건설투자비 30% 절감

단위 면적당 컴퓨팅 파워 2배 향상 냉각 전기사용량 약 80% 절감

손쉬운 확장과 빠른 설치 물 낭비 제로

IT 장비 기대 수명 30% 증가 IT 장비 고장률 60% 감소

❖ 사용한 수치는 각 냉매로 판매되는 특정 제품의 수치를 표기한 것으로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SmartBox 개발 연혁

데이터빈은 2016년부터 데이터센터용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도전한다는 아이디어로 'SmartBox'를 구상했습니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빈의 'SmartBox' 시스템은 열 재사용, 
물 사용 최소화 및 데이터센터 부지 선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20212020. 092019. 062016. 09

데이터빈 설립 SmartBox 개발 시작데이터센터용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2021. 12 삼성 ‘2021 ConTech’ 파트너 선정
2021. 12 SmartBox K마크 인증

2021. 11 남동발전 창업StarUP 서포터스 지원사업 선정
2021. 11 SmartBox  납품

2021. 10 KIAT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선정
2021. 06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선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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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ox 구성

SmartBox 주요 성능

'SmartBox' 시스템은 제어실+침지탱크+공조실로 구성됩니다.

· 서버 용량 50kW까지 안정적 냉각 지원
· PUE 1.1 달성, 냉매 성능 100% 구현지원  
· 펌프 이중화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서버 집적도 및 서버 냉각 효율성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
· 모듈러 용이, 확장성 높음
· 시스템 대시보드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 지원
· 서버 이상 작동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버 탈·장착을 위한 Lift 제공
· 모든 통신 방식과 호환 가능(광케이블 포함)
· 사용 중인 서버를 간단한 작업 후 침지 가능

· 컨트롤 서버
· 모니터링 대시보드
· 데이터 관리 수집
·  센서 관리 
 (온도, 수위, 전력, 유량)

·  펌프 관리 
 (이중화, 교차 작동)

· 침지서버 21U
· 50kW 전력 용량
· 냉매(Coolant) 400L
·  관리도구(Utilities) 
 (리프트, 순환 펌프)

·  서버 장착용 홀더

·  분리형 설계 
 (분리 설치 가능)

· 이중화 펌프
·  라디에이터 & 냉각 팬 
 (공랭식, 수냉식 지원)

·  자동 제어 밸브
· 유량계

제어실 침지탱크 공조실

제어실 공조실침지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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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ox 제원

SmartBox Operation

냉각 용량 50 kW

IT 서버 수량 21 U

최대 전력 소비 1 kW

전력 사용 효율(PUE) 1.1

규격 200(L) × 85(W) × 120(H) cm

냉매 용량 400 ℓ

무게, empty 211 kg

무게, 냉매 포함 520 kg(hydrocarbon), 900 kg(fluorocarbon)

바닥 면적(L × W) 1.7 ㎡

바닥 하중 용량, 냉매·IT서버 포함 1,029 kg/㎡(hydrocarbon), 1,748 kg/㎡(fluorocarbon)

전원 전기 사양 380-400 V, 50 Hz / 208-230 V, 60 Hz

냉매 온도 차(△T) 5℃

냉매 유량 45 ℓ/min

* note: 1U = 1.75 in(44.45 mm)

* 냉매 inlet, outlet 온도 차이

Dielectric Fluid
Injection

CoolingServiceability
Lift and Position

Th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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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ox 고객 사례

   고    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주요 업무   밀도범함수 수치 계산,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

 대상 서버  HP Blade 7000

 운영 환경  연구실을 전산실로 변경 운영

 도입 이유  ① 전산실 온도 상승(40도까지)

 ② 낮은 서버활용(50%만 가동)

 ③ 열악한 근무환경(소음, 온도) 

 도입 성과  ① 온도 적정 관리(26~28도)

 ② 서버 가동률 100% 가능

고객의 현명한 선택을 지원하는 파트너 데이터빈
스마트폰 없는 삶은 현대인에게 끔찍한 상상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억 명 가 상품
구매에서 업무 연락 소소한 개인사 공유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해진 세상만큼 데이터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전력사용량이
전 세계 전체 전력사용량의 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전력사용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가 탄소 중립
실현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SmartBox’가 고객의 담대한 도전에 현명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빈 제공 서비스

고객 사례

고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요 업무 밀도범함수 수치계산

대상 서버
운영 환경 연구실을 전산실로 변경 운영
도입 이유 ① 전산실 온도 상승 도까지

② 낮은 서버활용 만 가동
③ 열악한 근무환경 소음 온도

도입 성과 ① 온도 적정 관리 도
② 서버 가동률 가능

도입컨설팅서비스

커스터마이징설계서비스

기존서버의침지용전환서비스

운영및관리프로세스구축서비스

설치및구축서비스

정기점검및기술지원서비스

품질보증서비스

고객과동반성장협업체계구축

데이터빈 제공 서비스

고객의 현명한 선택을 지원하는 파트너, 데이터빈

도입 컨설팅 서비스 설치 및 구축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설계 서비스 정기 점검 및 기술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품질 보증 서비스

기존 서버의 침지용 전환 서비스 고객과 동반 성장 협업 체계 구축

스마트폰 없는 삶은 현대인에게 끔찍한 상상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63%(약 53억명)가 

상품 구매에서 업무 연락, 소소한 개인사 공유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해진 세상만큼 데이터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전력사용량이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1%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20%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전력사용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가 2050 탄소 중립 

실현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SmartBox'가 고객의 담대한 도전에 현명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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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사업 영역

기업의 IT인프라 모니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자산현행화와 운영자동화(대시보드, 리포트
와 알림서비스)분야에서 시작한 데이터빈은 데이터 수집과 정제, 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서버 냉각을 위한 새로운 기술 '침지냉각
(Immersion Cooling)' 솔루션 제공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및 냉각 효율 향상으로 기
업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IT 모니터링 솔루션
-  IT자산 전문 모니터링 솔루션, Zabbix(open source)

운영자동화 솔루션
-  고객 특화된 대시보드, 리포트, 알림(전화) 서비스, 
 DATAMan

-  자산 기반의 모니터링으로 설치, 구성 즉시 
 자산관리에 편입되며 항상 최신의 자산정보를 관리하는 
 '자산현행화' 솔루션, DataMan standard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  빅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ELK(open source) 
 * Elasticsearch, Logstash, Kibana

-  빅데이터 분석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활용

모니터링 특화 솔루션
-  프로세스별 CPU, MEM 사용량 분석

- 자산별 설치 SW list, 등록 계정 관리

- 자산별 Patch 정보의 시계열 관리

- Portmap(서버연계관리), 
 DataMan Enterprise

침지냉각 시스템
-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데이터센터용 냉각 솔루션

- 5G, Edge Computing을 위한
 서버 냉각 대안

2018~2019

2016~2017

2020~현재

데이터센터용
솔루션 개발

2016. 09 (주)데이터빈 설립

2016. 11 (주)BMC와 ICT전략제휴

2017. 03 Autowein와 전략제휴,
 컨텐츠 마케팅 솔루션

2017. 08 KICET 소재정보은행,
 앱(APP) 개발 및 서비스 제공

2017. 12 KICET 소재정보은행,
 시스템 관리 서비스

Start
데이터센터를 위한

서비스 확대
2018. 03 KICET 이천분원,
 도자정보 시스템 구축

2018. 05 (주)신산,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지원 및 시스템 구축

2018. 07 (주)상영마그네트,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지원

2019. 06 (주)LSITC, Private Cloud  
 컨설팅 및 IT 모니터링 솔루션 
 공급 계약

2019. 12 (주)콤텍시스템,
 네트워크 모니터링 컨설팅 및
 솔루션 공급 및 서비스 계약

Growth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SmartBox' 출시
2020. 04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개발 전략 제휴(TI, LTK, 
 Shell Korea, 삼성물산)

2020. 09 'SmartBox' Test 제품 개발
 'SmartBox' 상표 등록 및
 특허 출원

2020. 11 중소기업유통센터
 'SmartBox' & 'DataMan'  
 성능 인증 및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제휴

2021. 04 창업성장과제 선정 및
 시제품 생산
 성능 인증 & K마크 신청

2021. 11 국내 최초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납품

2021. 12 SmartBox K마크 인증
 삼성 ‘2021 ConTech’ 
 파트너 선정

Paradigm Shift

모니터링 & 데이터 수집

IT 운영자동화

빅데이터 분석

침지냉각(SmartBox) Valuable Asset,
Actionable Intelligence

특화 모니터링



오시는 길오시는 길

데이터빈

자동차 동수원 → 경기대사거리 좌회전
버스 광역
지하철 광교 경기대 역 번 출구 도보 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번길 에이스 광교타워 차 호

자동차 : 동수원 IC → 경기대사거리 좌회전

버    스 :  (광역) 1007, 1007-1, 3007, 3008, 4000, 4500, 7000, 

 7001, 8800

지하철 : 광교(경기대)역 1번 출구 도보 15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6번길 77, 에이스 광교타워 3차 1518호

주식회사 데이터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6번길 77,
에이스 광교타워 3차 15층 18호
연락처 : 010-4915-7829
www.databe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