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루션 요약

1  Dell EMC 사례 연구, Autonomous Mining, 
2020년 2월 액세스 당시 기준.

2  Dell EMC에서 의뢰한 Forrester 연구 
보고서,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AI, Machine Learning With Hadoop의 
Total Economic Impact™, 2018년 8월.

3  Dell EMC 백서, Fighting fraud the 
smart way — with data analy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018년 12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조직들이 위험을 줄이고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를 분석, 관리, 저장, 처리, 보호 및 활용하는 
방식에 좌우됩니다. IoT(Internet of Things)와 모바일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최신 기술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와 볼륨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직의 의사 결정을 향상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AI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AI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통합과 테스트가 필요하므로 복잡한 작업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ell Technologies는 H2O.ai와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검증된 H2O.ai
용 설계를 제공합니다. 

H2O®는 선형 확장성을 갖는 완전한 오픈 소스 분산 인메모리 AI 및 ML(Machine 
Learning) 플랫폼으로,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머신, 일반화된 선형 모델, DL(Deep 
Learning) 등 널리 사용되는 통계 및 ML 알고리듬을 지원하기 때문에 18,000여 
글로벌 기업에 걸친 수십만 데이터 과학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H2O는 놀랍도록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베어 메탈에서 기존 Apache® 
Hadoop® 또는 Apache Spark®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HDFS, Spark, S3, 
Microsoft® Azure® Data Lake 또는 기타 데이터 소스에서 직접 인메모리 분산 
키 값 저장소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H2O에는 알고리듬과 해당 
하이퍼 매개변수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의 순위표를 
생성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AutoML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2O는 분산 시스템과 인메모리 컴퓨팅의 컴퓨팅 성능을 바탕으로 세부 인메모리 
MapReduce를 활용하는 업계 병렬 분석 알고리듬을 이용해 ML을 가속화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Java®(POJO) 및 바이너리 형식(MOJO)으로 모델을 쉽고 
빠르게 운영 환경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AI 및 ML 워크로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H2O.ai와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검증된 H2O 
소프트웨어용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듭니다. Dell Technologies Reference 
Architectures for H2O.ai는 시스템 설계에 유연한 구성 요소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개별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기업 및 조직의 워크로드와 활용 
사례에 맞게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H2O.ai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고객 경험 개선, 프로세스 효율화, 낭비 및 부정 행위 
감소

고객이 얻은 결과

9개월에서  
2시간으로 단축 
분석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1

218% 증가 
3년간 ROI 증가율2

190만 개 
시간당 1억 6,500만 트랜잭션에 적용된 
규칙 수3

https://www.emc.com/collateral/customer-profiles/dell-emc-caterpillar-case-study.pdf
https://www.dellemc.com/content/dam/digitalassets/active/ko/unauth/analyst-reports/products/ready-solutions/dell_emc_ready_solutions_for_ai_forrester_total_economic_impact_study.pdf
https://www.dellemc.com/content/dam/digitalassets/active/ko/unauth/analyst-reports/products/ready-solutions/dell_emc_ready_solutions_for_ai_forrester_total_economic_impact_study.pdf
https://www.dellemc.com/content/dam/digitalassets/active/ko/unauth/analyst-reports/products/ready-solutions/dell_emc_ready_solutions_for_ai_forrester_total_economic_impact_study.pdf
https://www.emc.com/collateral/whitepaper/mastercard-fighting-fraud-the-smart-way.pdf
https://www.emc.com/collateral/whitepaper/mastercard-fighting-fraud-the-smart-way.pdf
https://www.emc.com/collateral/whitepaper/mastercard-fighting-fraud-the-smart-wa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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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아키텍처 구성 요소

서버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 PowerEdge 
R740XD

•  관리: PowerSwitch S3148-
ON(1GbE)

• Cluster: PowerSwitch 
S5224F-ON(10/25GbE)

 ∙ H20.ai Sparkling 
Water

 ∙ H20.ai Driverless AI

H20.ai와 Dell Technologies

Dell Technologies와 H2O.ai 엔지니어링 팀은 함께 협력하여 AI 및 ML 워크로드에 
최적화되고 테스트와 튜닝을 완료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H2O.ai는 전 세계 18,000여 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수십만 데이터 과학자들이 
신뢰하는 업계 선도적인 오픈 소스 ML 및 AI 플랫폼을 만듭니다. H20.ai의 비전은 
수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AI to do AI" 데이터 과학 플랫폼을 통해 모두가 
인텔리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업계를 선도하는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호 기술을 제공하여 기업과 조직이 데이터 센터 환경을 현대화, 
자동화 및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발판으로 
기업과 조직은 IT를 혁신하고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 레퍼런스 아키텍처 참조
• PowerEdge 레퍼런스 아키텍처
• Customer Solution Center 방문
• Dell Technologies HPC & AI 

Innovation Lab 둘러보기

자세한 정보
delltechnologies.com/ko-kr/ai

delltechnologies.com/ko-kr/hpc

분석 및 AI용 인텔® 기술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인텔® 딥 러닝 
부스트(인텔® DL Boost)가 적용된 2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활용합니다. 

인텔의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software.intel.com/a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dell-h20-architectures-pdf.pdf
http://delltechnologies.com/referencearchitectures
http://www.dell.com/csc
http://www.dell.com/ko-kr/work/learn/dell-emc-hpc-innovation-lab
http://www.dell.com/ko-kr/work/learn/dell-emc-hpc-innovation-lab
http://www.delltechnologies.com/ko-kr/ai 
http://www.delltechnologies.com/ko-kr/hpc
https://www.intel.ai/intel-deep-learning-boost/
https://www.intel.ai/intel-deep-learning-boost/
https://software.intel.com/en-us/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