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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는 컴퓨팅 노드, 대용량 스토리지, 

대역폭을 클러스터로 결합하여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빠른 

컴퓨팅을 실현한다. HPC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교한 데이터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존 

사용 사례는 대부분 수학적 모델의 해결과 복잡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위주였지만, AI(Artificial Intelligence) 사용 사례와 관련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1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는 다양한 HPC 워크로드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로 과학 연구, 

엔지니어링, 분석, 인공 지능 이니셔티브 수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한다. 

포트폴리오에는 광범위한 가격과 성능으로 최적화된 하드웨어,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도메인별 서비스가 포함된다. 

Dell Technologies와 인텔은 기업에서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를 배포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ROI(Return on Investment)에 대한 

TEI(Total Economic Impact™) 연구 조사를 Forrester Consulting에 

의뢰하여 수행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자에게Ready Solutions for HPC가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Forrester는 이 투자와 관련된 이익, 비용, 위험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수년간 Ready Solutions for HPC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러 

고객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직은 Dell의 HPC 

솔루션을 사용하여 과학적 연구, 인공 지능 연구, 지진계 데이터 처리, 

글로벌 규모의 재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를 사용하기 전에 고객은 사내 구축 

시스템과 기존 HPC 시스템을 혼합해 사용했다. 이러한 대안은 유지하기 

어렵고 기업의 증가하는 컴퓨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요 시사점 

정량적 이익. 다음 위험 조정 PV(Present Value)의 정량적 이익은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이 누린 이점을 잘 보여준다. 

› 반복 증가와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컴퓨팅 성능이 향상된 맞춤형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제 해결, 실험 수행, 모델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더 빠른 데이터 처리 덕분에 조직은 HPC 연구를 토대로 

신제품과 서비스의 출시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 연구 효율성 향상. 인터뷰 대상 고객들은 새로운 Dell HPC 시스템 덕분에 

조직의 연구원과 데이터 과학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은 늘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향상된 컴퓨팅 성능 덕분에 더 

큰 데이터 세트를 더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동종의 사용 사례별 

시스템 덕분에 구성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이점 
 

 

 

컴퓨팅 성능  

4배 향상 
 

 

 
 

연구 가치  

인식 15% 가속 

 

 

필요 지원 건수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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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 

    111% 

 
 
 

이익 PV 
$6,100만 

 
 

 
NPV 
$3,200만 

 
 
 

페이백 기간 

11개월 

 
›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Dell Technologies는 다양한 사용 사례에 맞게 

구축된 시스템은 물론, HPC and AI Centers of Excellence의 지속적인 

지원도 조직에 제공할 수 있었다. 적절한 툴과 전문가 지원을 받은 조직은 

이전의 사내 구축 솔루션을 사용할 때보다 필요한 내부 지원이 감소했다. 

› 운영 비용 절감. Dell의 HPC 시스템은 조직이 사용하던 이전 솔루션보다 

효율성이 뛰어났으며, 하드웨어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했고, 전력과 

냉각에 에너지를 적게 소비했다. 시스템 효율이 높아져 HPC 환경을 

운영하는 데 드는 조직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정성적 이익. 인터뷰에 참여한 조직은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정성적 

이익도 경험했다. 

› 조직의 위상 향상. 최신 HPC 솔루션을 배포한 결과 조직의 위상이 

높아졌고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 유연한 임대 모델로 조직 민첩성 향상. Dell Technologies는 HPC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기업과 조직이 민첩성을 유지하고 현재 

필요에 따라 배포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용 인터뷰 대상 조직이 밝힌 위험 조정 PV 비용은 다음과 같다. 

› Dell에 지불하는 비용. 조직은 HPC 시스템의 설계와 배포 비용을 Dell에 

지불한다. 하드웨어 가격은 사용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의 크기와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조직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 지원, 

업그레이드 비용을 Dell에 지불한다. 

Forrester는 기존 고객사 4곳과의 인터뷰와 이후 재무 분석을 거쳐 인터뷰 대상 

조직에서 3년간 이익 증가는 60,762,191달러, 비용 증가는 28,805,973달러를 

기록했으며, NPV(Net Present Value)는 31,956,218달러이고 ROI는 

111%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무 요약 

 
 
 
 

페이백 

기간: 

총 11개월 

이익 PV, 

$6,080만 

총 비용 PV, 

$2,880만 

 
 

초기 1년 2년 3년 

이익(3년) 

$4,760만 

 
 
 
 
 
 

$840만 

$390만 $921 

 

 

 
 
 
 
 

$4,760 만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연구 효율성 

향상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운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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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 방법론은 IT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가치를 고위 

경영진과 기타 주요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TEI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Forrester는 인터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구현을 고려하는 조직을 위해 TEI(Total Economic 

Impact™)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이익, 유연성,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Forrester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가 조직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 
 

실사 

Ready Solutions For HPC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Dell 

Technologies 이해 관계자와 Forrester 분석가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객 인터뷰 

비용, 이익,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Ready Solutions for 

HPC를 사용하는 4개 조직을 인터뷰했다. 

 
복합 조직 

인터뷰 대상 조직의 특징을 바탕으로 복합 조직을 설계했다. 

 
재무 모델 프레임워크 

TEI 방법론을 사용하여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는 재무 모델을 구축하고 

인터뷰 참여 조직의 문제와 우려 사항을 기반으로 재무 모델에 대한 

위험 조정을 실시했다. 

 
사례 연구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의 영향을 모델링하기 위해 TEI의 

4가지 기본 요소(이익, 비용, 유연성, 위험)를 활용했다. IT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ROI 분석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Forrester의 TEI 방법론은 구매 

의사 결정의 총 경제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TEI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조하면 된다. 

 
 
 
 
 

배경 정보 

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Dell Technologies와 인텔의 의뢰로 Forrester Consulting에서 

수행했다. 이 자료는 경쟁 제품 분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Forrester는 다른 조직이 받게 될 잠재적 ROI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 

독자는 본 연구에서 제공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소속 조직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Dell Ready Solutions For HPC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해야 한다. 

Dell Technologies는 연구 결과를 검토한 후 Forrester에 피드백을 전달했지만, 

Forrester는 연구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편집 권한을 보유하며 Forrester의 

연구 결과물에 반하거나 연구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변경 사항은 수락하지 

않았다. 

Dell Technologies는 인터뷰를 위해 고객 명단을 제공했으나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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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고객이 겪은 변화 

Ready Solutions For HPC 투자 전후 

 

인터뷰 참여 조직 

이 연구 조사를 위해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고객사를 

대상으로 4번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참여 고객은 다음과 같다. 

 
업계 지역 인터뷰 대상자 HPC 사용 사례 

금융 서비스 미국에 본사 IT 선임 부사장 
부정 행위 및 돈세탁 

방지 

석유 및 가스 서비스 미국에 본사 
글로벌 공급업체 IT 

하드웨어 관리자 
지진학 및 지구 물리학 

연구 대학 영국 
연구 컴퓨팅 플랫폼 

책임자 
모든 대학 연구를 위한 
Center of Excellence 

 

국립 연구소 
 

중국 
인공 지능 및 첨단 컴퓨팅 

책임자 

 

인공 지능 

 

주요 당면 과제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에 투자하기 전까지 조직에는 많은 

불만 사항과 당면 과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구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 대충 꿰맞춘, 최적화되지 않은 HPC 환경 조직은 구매한 솔루션과 사내 

구축 HPC 솔루션의 조합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여러 공급업체와 

솔루션을 혼합해 사용했지만 그중 상당수가 사용 사례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자주 재구성해야 했다. 국립 연구소의 

인공 지능 및 첨단 컴퓨팅 책임자는 말했다. "인공 지능 연구에는 데이터, 

알고리듬, 컴퓨팅 성능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알고리듬을 

개발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좋은 

알고리듬을 설계하려면 강력한 컴퓨팅 성능이 필요합니다. Dell HPC 

이전에는 엔지니어가 컴퓨팅 성능까지 관리했지만, 우리 엔지니어가 

잘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서버 한 대를 완전히 구성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Dell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Dell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컴퓨팅 환경을 보장한 덕분에, 우리 엔지니어는 운영이 

아닌 알고리듬 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스템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는 지원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교육, 그리고 

지식 이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질문이 있을 때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의 IT 선임 

부사장 

 

"Dell HPC는 AI 연구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연구를 새로 시작한 학생도 

1~2주일이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국립 연구소의 인공 지능 및 

첨단 컴퓨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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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C 작업량과 복잡성 증가 인터뷰 참여 조직에서는 자체 HPC 

솔루션으로 수행하는 작업량과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용량과 

성능을 확장해야 했다고 밝혔다. 기존 솔루션은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추가 투자 및/또는 혁신 저해를 초래했다. 그뿐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인터뷰 대상자는 운영을 확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는 기존 사내 구축 솔루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금융 서비스 

회사의 IT 선임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의 규모와 급증세,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처리되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성능 

향상을 지원하고, 대역폭과 레이턴시를 보여주며, 성능 저하 없이 이러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 구식 HPC 환경은 공간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전력과 냉각 비용이 많이 든다. 석유 및 가스 서비스의 인터뷰 대상자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상면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포는 

상면을 아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로 전력과 

냉각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루션 요구 사항 

인터뷰 참여 조직은 배포를 수행할 HPC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의했다. 

› 고객의 특정 사용 사례를 고려하여 HPC 솔루션의 설계와 배포를 돕는 

파트너 

› 이전 솔루션보다 상면과 에너지를 적게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솔루션 

› 증가하는 작업량과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 확보 

› 유연한 금융 지원 옵션 

인터뷰 대상 조직은 Dell Technologies가 조직의 필요에 맞게 사전 

구성되고 인증된 HPC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Dell Technologies를 

선택했다. 

 

주요 결과 

이 인터뷰에서 밝혀진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투자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집력 있는 특수 제작된 HPC 솔루션 조직은 Dell Technologies와 

제휴하여 특정 사용 사례와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의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다. 연구 대학의 

연구 컴퓨팅 플랫폼 책임자는 말했다. "최신 시스템에서는 서버당 코어 

수가 늘어나고 CPU 아키텍처가 개선되어 코어당 성능이 30% 

향상되었습니다. 체감 성능에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들도 

허브가 훨씬 빠르게 실행된다는 피드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 중 하나는 

TOP500에서 경쟁하기 위한 

슈퍼컴퓨터 성능 점수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초가 마감이었는데, Dell 

덕분에 기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9월에 

시스템을 주문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연구 컴퓨팅 플랫폼 책임자, 

연구 대학 

 

"우리가 특징과 기능을 비롯한 

시스템 사양을 작성하면 

공급업체가 이를 게시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ell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은 

물론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급업체 관계를 활용한 

부가가치도 얻을 수 있습니다. 

Dell에는 우리 회사가 

벤치마킹과 테스트에 이용할 

수 있는 랩이 있으며 우리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면 Dell이 구축하고 

벤치마킹합니다." 

연구 대학의 연구 컴퓨팅 

플랫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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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HPC 환경의 성능과 기능이 개선되어 조직이 

이전 시스템을 사용할 때보다 모델을 더 많이 생성하고 실험을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다. 또한, 고급 기능으로 더 큰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이전에는 지나치는 일이 많았던 유용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지원 비용 절감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된 최첨단 맞춤형 시스템 덕분에 

조직이 빈번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줄었다. 조직은 또한 Dell의 HPC 

Centers of Excellence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 인력을 줄일 수 있었다. 

› 운영 비용 절감 새로운 HPC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 상면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력과 냉각 비용을 절감했다. 시스템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조직은 상용 임대 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 

 

복합 조직 

Forrester는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TEI 프레임워크와 복합 조직을 

구성하고 재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ROI 분석을 

시행했다. 복합 조직은 Forrester가 인터뷰한 조직 4곳을 대표하며, 다음 

섹션에서 이 복합 조직으로 종합 재무 분석을 제공한다. 고객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한 조직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연 매출 1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Fortune 500 기업으로서 HPC 

시스템을 사용한 연구 개발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연 매출을 

거두고 있다. 

› 이 조직은 데이터 과학자 100명과 비즈니스 분석가 20명, 그리고 HPC 

배포를 전담하는 IT 지원 담당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다. 

› 이 조직은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에 투자하기 전 사내 구축 

솔루션과 다른 공급업체가 구축한 HPC 솔루션이 혼합된 환경을 

보유하고 있었다. 

› 이 조직은 더 큰 IT 환경에 속해 있고, 연간 500만 달러의 임대료와 

250만 달러의 전력 및 냉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주요 가정 

HPC 연구로 15억 달러의 

신규 매출 

HPC 연구원 100명 

비즈니스 분석가 20명, 

HPC IT 지원 담당자 

20명 

 

"저는 무엇보다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초월한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는 Dell의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Dell의 능력은 

실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Dell은 믿을 

수 있는 성능과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ell은 모든 

유형의 규정 검사는 물론 외부 

감사까지 통과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고 기능을 

올바른 유형으로 틀을 잡고 

맞춤 구성하도록 지원하며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능력...이것이 우리가 이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IT 선임 부사장,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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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만 

3년간 

이익 PV 

78% 

 
 
 

이익 분석 

복합 조직에 적용된 정량적 이익 데이터 

 

총 이익  
 

 

참조 

 

이익 

 

1년 

 

2년 

 

3년 

 

전체 

 

현재 가치 

Atr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19,125,000 $19,125,000 $19,125,000 $57,375,000 $47,561,044 

Btr 연구 효율성 향상 $1,577,000 $1,577,000 $1,577,000 $4,731,000 $3,921,766 

Ctr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370,500 $370,500 $370,500 $1,111,500 $921,379 

Dtr 운영 비용 절감 $2,137,500 $3,443,750 $4,750,000 $10,331,250 $8,358,002 

 
총 이익(위험 적용 후) $23,210,000 $24,516,250 $25,822,500 $73,548,750 $60,762,191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요구에 맞는 벤치마크를 거친 새로운 첨단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다. 모든 응답자가 Dell 

Technologies의 HPC 솔루션이 이전 솔루션보다 빠르고 신뢰성이 높아 

연구원들이 더 많은 실험을 수행하고 모델을 더 빨리 교육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 속도가 빨라지고 더 큰 데이터 세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조직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 또는 조직 위험 

회피 등의 이점으로 더 빠르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 이 금융 서비스 회사는 HPC 배포를 이용해 글로벌 금융 거래를 

분석하여 부정 행위가 있는지 파악했다. IT 선임 부사장은 말했다. 

"이전에도 결과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았고, 일주일에 

보통 3건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Dell 솔루션으로 하루에도 여러 

건을 확인하고 지역별로—히트맵 같은 통합된 전역 보기에서 관심 

항목을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를 조사하고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면 이를 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현지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지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 없이 일한다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추적에서 한참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패턴이 발생하는 

위치와 시점에 가깝게 접근하고 경보를 울리며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 행위, 탕감, 사기 거래를 최소화하여 수억 달러의 비용 지출 

억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이 석유 및 가스 서비스 회사는 자사의 Dell HPC 환경을 이용하여 지진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를 통찰력 있는 정보와 함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업체 IT 하드웨어 관리자는 다음과 설명했다. "향상된 

컴퓨팅 성능 덕분에 우리 지질학자들이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는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진 데이터의 해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 

솔루션보다 4배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용량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는 용량이 충분합니다. 이전에는 여러 지질학자가 

종일 단일 고객의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고객의 여러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78%의 총 이익 

위의 표에는 아래에 나열된 영역 

전체의 총 이익과 10% 하향 조정된 

PV(Present Value)가 정리되어 있다. 

복합 조직이 3년 동안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조정 총 비용은 PV로 약 

6,000만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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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위험이란 투자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비즈니스 또는 기술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서 전체 총 

이익이 줄어들 위험을 가리킨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익 추정치의 

범위가 넓어진다. 

 
 

 

› 국립 연구소는 Dell HPC를 딥 러닝 연구에 사용한다. 인공 지능 및 첨단 

컴퓨팅 책임자는 말했다. "우리는 이미지와 비디오 지능 인식에 HPC를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비 GPU(Graphics Processing Unit) HPC에서 

모델 하나를 생성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팀이 

모델을 조정할 때는 다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완벽한 모델을 원할 

때는 한두 달이 걸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제 Dell HPC를 사용하여 

2~3일 안에 모델 하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더 

빨리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이 연구 대학은 해당 대학 내 학과, 정부 이니셔티브, 그리고 임시 연구 

요청을 제출한 민간단체에 자체 HPC 배포를 제공했다. 연구 컴퓨팅 

플랫폼의 책임자는 말했다. "현재 우리 수준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HPC 

업계 내에서 높은 입지를 차지하는 것은 상용 고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복합 조직은 Dell Technologies HPC 배포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향상된 경험을 제공한다. 조직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이 복합 조직은 데이터 서비스, 신제품 개발, 제품 개선과 같은 HPC에 

정통한 이니셔티브로 연간 15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 

› Dell HPC 배포가 제공하는 컴퓨팅 성능 향상 덕분에 더 빠른 

시뮬레이션과 더 큰 데이터 세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발을 

가속했다. 

› 복합 조직의 평균 운영 마진은 10%였다. 

조직은 다양한 사용 사례에 HPC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Dell Technologies HPC 투자의 효과로 새로운 사업 운영과 

상품 개선 효과를 말했지만, 재정적 영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 요인과 다양한 내부 인재가 신제품의 개발과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Forrester는 이익을 

15% 하향 조정해서 3년 동안의 총 위험 조정 PV를 47,561,044달러로 

산출했다. 

 
 
 
 
 
 
 
 
 
 
 
 

컴퓨팅 성능 4배 향상 
 
 
 
 
 
 
 

 

 
 

참조 측정 지표 계산 1년 2년 3년 

A1 연구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가치 
 

$1,500,000,000 $1,500,000,000 $1,500,000,000 

A2 Dell HPC의 가속 요소 
 

15% 15% 15% 

A3 영업 마진 
 

10% 10% 10% 

At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A1*A2*A3 $22,500,000 $22,500,000 $22,500,000 

 
위험 적용 ↓15% 

   

Atr 가치 실현 시간 단축(위험 조정) 
 

$19,125,000 $19,125,000 $19,125,000 

가치 창출 소요 기간 단축: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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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2 문장 사례: 
총 이익의 31% 

 
 
 

 
6% $390만 

3년간 

이익 PV 

 
 
 

연구 효율성 향상 

컴퓨팅 성능 개선의 주요 이점은 모델을 더 빨리 실행하고 연구자와 

직원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뷰 대상 

조직의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가치 창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또한 Dell Technologies HPC 솔루션은 

특정 사용 사례에 맞게 설계되고 벤치마크를 거친 덕분에 연구자들이 

구성에 소비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조직은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더 절약했는데, 이는 이전의 솔루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 인공 지능 및 첨단 컴퓨팅 책임자는 말했다. "우리 과학자와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의 반복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T 선임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결과를 재작업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일주일에 2~3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HPC 집계가 이전 상태보다 팀에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나 다운타임이 없습니다. 시간은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며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자동화를 활용합니다. 

아직은 프로세스의 여러 지점에 인적 지능이 필요하지만 자동화 도입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사전과 데이터 필드의 불일치로 인한 

데이터 피드를 조정하는 작업도 자동화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비즈니스 분석가의 작업 시간을 주당 

10~12시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복합 조직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100명과 비즈니스 분석가 20명으로 

구성된 팀을 고용하고 있다. 이 조직은 Dell의 HPC 솔루션 덕분에 주당 

연구원 1인당 8시간, 비즈니스 분석가 1인당 4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주로 결과를 기다리거나 가치가 낮은 작업에 이러한 시간이 

소비되었다. 이 이익 모델링에서 Forrester는 다음과 같이 가정했다. 

› 정규직 연구원의 연봉은 156,000달러, 비즈니스 분석가의 연봉은 

100,000달러 

› 생산성 재회수율 50% 

Forrester는 연구 효율성 향상에 따른 이익이 이전 상태 벤치마크, 특정 

사용 사례, 현행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Forrester는 이익을 5% 하향 조정해서 3년 동안의 총 

위험 조정 PV를 

$3,921,766달러로 산출했다. 

 
 
 
 
 
 
 
 
 
 

연구 효율성 향상:  

총 이익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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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1,379 

3년간 

이익 PV 

 
 
 
 

 
 

참조 측정 지표 계산 1년 2년 3년 

B1 연구원/데이터 과학자 직원의 수 
 

100 100 100 

B2 데이터 과학자가 주당 절약하는 

시간(시간) 

 
8 8 8 

B3 연구원 연봉 
 

$156,000 $156,000 $156,000 

B4 생산성 재회수율 
 50% 50% 50% 

B5 비즈니스 분석가 수 
 

20 20 20 

B6 비즈니스 분석가가 주당 절약하는 

시간(시간) 

 
4 4 4 

B7 비즈니스 분석가 연봉 
 

$100,000 $100,000 $100,000 

B8 생산성 재회수율 
 

50% 50% 50% 

 
 

Bt 

 
 
연구 효율성 향상(반올림) 

(B1*(B2*52)* 
(B3/2080)*B 
4)+(B5*(B6* 
52)*(B7/208 
0)*B8) 

 
 

$1,660,000 

 
 

$1,660,000 

 
 

$1,660,000 

 
위험 적용 ↓5% 

   

 
Btr 연구 효율성 향상(위험 조정) 

  
$1,577,000 

 
$1,577,000 

 
$1,577,000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Dell EMC Ready Solutions로 HPC 구축을 업그레이드하면 조직의 지원 

요건을 낮출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맞춤형 구축 시스템을 보유하면 직원들이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조직은 Dell의 전문 서비스와 

Centers of Excellence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글로벌 공급업체 IT 하드웨어 관리자는 다음과 설명했다. "우리가 Dell에 

제품을 요청하면, Dell은 통합 파트너로 제품을 보내며, 이곳에서 통합과 

조립을 거친 장비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우리 회사의 리소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부 리소스와 Dell의 구성 수행 속도를 비교하는 

조사에서 Dell이 18~20%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IT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팀 규모도 작아서 유지 보수를 전담할 

리소스를 많이 고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Dell과 같은 

타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공급업체의 지원을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 인공 지능 및 첨단 컴퓨팅 책임자는 말했다. "우리가 구축을 진행할 

때마다 Dell은 매번 교육을 제공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세히 설명할 전문가를 보내줬습니다."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총 이익의 2% 

연구 효율성 향상: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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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계산표 

 
 

 

› 연구 컴퓨팅 플랫폼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원 규모에 

관해서라면 Dell의 하드웨어 유지 보수를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지원 방법에 의존해도 되지만, 

비용은 물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Dell과 협력하여 유지 

보수는 물론 현지 인력의 교육까지 간소화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 

지원 담당자는 여러 Dell 플랫폼에 대한 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나 고장이 발생하면 대부분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체 부품도 

우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E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 조직은 Dell EMC Ready Solutions에 투자하기 전 자체 HPC 

환경을 지원하는 IT 직원 20명의 팀을 보유했다. 그러나 사내 구축 

솔루션은 유지 보수가 어려웠고 공급업체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Dell의 HPC 솔루션은 조직의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직은 

지원 FTE를 25%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Dell은 조직에 교육 프로그램과 

임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 Forrester는 전담 지원 인력의 연봉을 78,000달러로 가정했다. 

Forrester는 구축의 규모와 범위는 물론, 이전의 구축 상태에 따라 

단축되는 엔지니어링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Forrester는 이익을 5% 하향 조정해서 3년 동안의 총 

위험 조정 PV를 921,379달러로 산출했다. 
 

참조 측정 지표 계산 1년 2년 3년 

C1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인력 
 

20 20 20 

C2 필요한 지원의 감소 
 

25% 25% 25% 

C3 지원 인력 연봉 
 

$78,000 $78,000 $78,000 

Ct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 C1*C2*C3 $390,000 $390,000 $390,000 

 
위험 적용 ↓5% 

   

Ctr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위험 조정) 
 

$370,500 $370,500 $370,500 

 

운영 비용 절감 

이 조직은 이전 HPC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고 상면 요구 

사항이 높았다고 말했다. Dell의 새로운 HPC 솔루션은 고밀도 

클러스터를 제공하므로 조직은 적은 상면을 이용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HPC 하드웨어는 전력과 냉각 에너지 소비 면에서 더 

효율적이므로 운영 비용이 추가로 절감된다. 

이 복합 조직은 전 세계에서 HPC 하드웨어를 위한 상면을 할당하고 여러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복합 조직은 새로운 Dell HPC 솔루션을 

구축하여 HPC 하드웨어에 필요한 상면을 3년에 걸쳐 최대 75% 줄일 수 

있다. 또한 전력과 냉각 비용을 3년에 걸쳐 50% 절감할 수 있다. 

› Forrester는 HPC 하드웨어 전용 연평균 의무 임대료가 500만 달러라고 

가정했다. 이 임대료는 즉시 종료할 수 없는 장기 의무 사항이므로 3년에 

걸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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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비용 절감: 계산표 

 
14% 

 

$840만 

3년간 

이익 PV 

 
 

 

› Forrester는 HPC 사용을 위한 연간 전력과 냉각 비용을 250만 달러라고 

가정했다. 이 비용은 기존 하드웨어를 폐기하면서 3년간 감소한다. 

Forrester는 구축의 규모와 범위는 물론 이전의 구축 상태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Forrester는 이익을 5% 하향 조정해서 3년 동안의 총 위험 

조정 PV를 8,358,002달러로 산출했다. 
 

 

참조 측정 지표 계산 1년 2년 3년 
 

D1 기존 컴퓨팅 환경의 연평균 임대비 
  

$5,000,000 
 

$5,000,000 
 

$5,000,000 

D2 Dell HPC에 필요한 상면 요구 감소 
 

25% 50% 75% 

D3 연간 컴퓨팅 전력과 냉각 비용 
 

$2,500,000 $2,500,000 $2,500,000 

D4 Dell HPC 사용 시 전력과 냉각 비용 절감 
 

40% 45% 50% 

Dt 운영 비용 절감 (D1*D2)+(D3*D4) $2,250,000 $3,625,000 $5,000,000 

 
위험 적용 ↓5% 

   

Dtr 운영 비용 절감(위험 조정) 
 

$2,137,500 $3,443,750 $4,750,000 

 

정성적 이익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에서 여러 정성적 이익도 강조했다. 

› 조직의 품격 향상. 최신의 HPC 구축을 보유한 덕분에 조직의 품격이 

높아졌고 최고 수준의 인재를 영입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능력이 향상됐다. 연구 컴퓨팅 

플랫폼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OP500]은 특히 국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조직을 위한 주목도가 높은 목록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대부분 보조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므로, 조직이 이러한 목록에 등록되면 자금을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아주 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평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는 일과 그 방법으로 평판을 쌓고 

있습니다." 

› 유연한 임대 모델로 조직 민첩성 향상. Dell Technologies는 조직에 HPC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조직이 민첩성을 유지하고 현재 

필요에 따라 구축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업체 IT 하드웨어 관리자는 다음과 설명했다. "임대는 좋은 

옵션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3년 임대 계약을 이용 중이며 임대가 

만료되면 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체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업계에 좋습니다. 장기적인 계약이 아닌 이러한 옵션은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운영 비용 절감 

총 이익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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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비용 분석 

복합 조직에 적용된 정량적 비용 데이터 
 
 

 

참조 

 

비용 

 

초기 

 

1년 

 

2년 

 

3년 

 

전체 
현재 가치 

Etr HPC 하드웨어와 

유지 보수 
$15,7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31,500,000 $28,805,973 

 
총 비용(위험 적용 후) $15,7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31,500,000 $28,805,973 

 
 
 
 

HPC 하드웨어와 유지 보수 

Dell Technologies는 Dell EMC Ready Solutions 제품을 위한 다양한 

가격 모델을 제공한다. 비용은 특정 시스템 설계의 범위와 사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Dell Technologies는 HPC 하드웨어 외에도 전문 구축 서비스,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교육을 제공한다. 

이 복합 조직은 HPC 하드웨어, 설계, 구축 서비스를 위해 1,500만 

달러를 선불로 지출했다. 구축을 완료한 후 조직은 지원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매년 5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비용은 특정 HPC 구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Forrester는 비용을 5% 상향 조정하여 3년 동안의 위험 조정 

PV를 28,805,973만 달러로 산출했다. 
 
 

 HPC 하드웨어와 유지 보수: 계산표  
 

참조 측정 지표 계산 초기 1년 2년 3년 

E1 하드웨어와 구축 선불 비용 
 

$15,000,000 
   

E2 연간 하드웨어와 서비스 비용 
  

$5,000,000 $5,000,000 $5,000,000 

Et HPC 하드웨어와 유지 보수 E1+E2 $1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위험 적용 ↑5% 

    

Etr HPC 하드웨어와 유지 보수 

(위험 조정) 

 
$15,7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위의 표에는 아래에 나열된 영역 

전체의 총 비용과 10% 하향 조정된 

PV(Present Value)가 정리되어 있다. 

복합 조직이 3년 동안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조정 총 비용은 PV로 

2,800만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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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요약 

3년 위험 조정 측정 지표 통합 

 

현금 유동성 차트(위험 조정)  
 

총 비용 

총 이익 

누적 순이익 
 

현금 

유동성 

$5,000만 

 

$4,000만 

 

$3,000만 

 

$2,000만 

 
 

$1,000만 

 
 
 
 

-$1,000만 

 
 

-$2,000만 

 
 
 
 
 
 
 
 
 
 
 
 
 

초기 

 
 
 
 
 
 
 
 
 
 
 
 
 

1년 

 
 
 
 
 
 
 
 
 
 
 
 
 

2년 

 
 
 
 
 
 
 
 
 
 
 
 
 

3년 

 

이러한 위험 조정 ROI, NPV 

및 페이백 기간의 가치는 

각각의 이익 및 비용 섹션에 

있는 미조정 결과에 위험 조정 

요인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현금 유동성 표(위험 조정) 

  
 

초기 

 
 

1년 

 
 

2년 

 
 

3년 

 
 

전체 

 
 
현재 가치 

총 비용 ($15,7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31,500,000) ($28,805,973) 

총 이익 $0 $23,210,000 $24,516,250 $25,822,500 $73,548,750 $60,762,191 

순 이익 ($15,750,000) $17,960,000 $19,266,250 $20,572,500 $42,048,750 $31,956,218 

ROI      111% 

페이백 기간 
     

11.0개월 

이익 및 비용 섹션에서 계산한 재무 

결과를 통해 복합 조직의 투자에 대한 

ROI, NPV, 페이백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Forrester는 이 분석에서 연간 

할인율을 10%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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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개요 

다음 정보는 Dell Technologies에서 제공한 것이다. Forrester는 이 내용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Dell 또는 Dell의 

오퍼링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공급업체의 제품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 또는 차트를 포함한다. 

 

Dell Technologies는 최적화된 솔루션 설계는 타겟 워크로드와 사용 사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솔루션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 워크스테이션,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객이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으로 완성된 고객의 HPC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AI, Data Analytics는 "데이터만 추가"하면 되도록 설계된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스토리지 및 서비스로 최적화된 랙 수준 시스템입니다. 이들 제품은 동급 최고의 솔루션 스택으로 

구축되어 속도, 신뢰성,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입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는 생명 과학, 디지털 제조 및 연구와 같은 특정 업종별 시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테스트와 조정을 거친 확장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AI는 검증된 인공 지능 전문 지식과 더 심층적인 분석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인공 지능을 능률화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Data Analytics는 빅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통합 

시스템 및 서비스로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는 NFS, Lustre, PixStor, 및/또는 BeeGFS 스토리지를 위한 

확장 가능한 시스템에서 손쉽게 데이터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Dell Technologies는 설계 및 구현부터 지원 및 시스템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공 지능, HPC,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온프레미스와 매니지드 시스템은 물론 클라우드의 시스템을 비롯한 포괄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협력하고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을 연계하여 혁신을 앞당기고 

최적의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Digital 
Manufacturing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Life Sciences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Research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NFS 
Storage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Lustre 

Storage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PixStor 

Storage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BeeGFS 

Storage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Customer Solution Center(원격 액세스 가능)에 액세스하여 세계적 수준의 IT 전문가와 

협력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심층적인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고객의 성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Customer Solution Center는 새로운 기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고 구축 속도를 높이도록 도와드립니다. 

http://www.dell.com/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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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HPC를 보급, 최적화, 발전시키기 위해 Dell Technologies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와 

인텔은 Intel®  inside를 활용해 HPC와 인공 지능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솔루션에는 인텔®  스케일러블 프로세스, 

Optane®  메모리, SSD, FPGA,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Dell Technologies는 텍사스 오스틴에 업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HPC and AI Innovation Lab을 

설립했습니다. 이 시설의 365평 면적의 데이터 센터는 수천 대의 서버와 TOP500 클러스터 하나, 광범위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Zenith 클러스터는 Dell과 인텔®  협력의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TOP500 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벤치마킹, 워크로드 평가, 다양한 인공 지능, 

고성능 데이터 분석 및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Zenith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Omni‑Path 패브릭 아키텍처,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솔루션, FPGA, 

어댑터, 소프트웨어, 툴로 구성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X-레이 이미지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이미지 분류, 

MRI 스캔과 사고 및 동작의 연결, 권장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더 빠른 신경망을 구축이 포함됩니다. 

http://delltechnologies.com/innovationlab
http://delltechnologies.com/innovatio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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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Total Economic Impact 

TEI(Total Economic Impact)는 Forrester Research에서 개발한 

방법론으로, 기업의 기술 관련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안할 때 

도움을 준다. TEI 방법론은 IT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가치를 고위 

경영진과 기타 주요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TEI(Total Economic Impact) 접근 방식 
 

이익은 제품에 의해 비즈니스에 전달되는 가치를 나타낸다. 

TEI 방법론은 이익 측정과 비용 측정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므로 기술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다. 

 
 
 

비용은 제품이 제안하는 가치 또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괄한다. 솔루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기존 환경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TEI 비용 범주에 포함된다. 

 
 
 

유연성은 기존의 초기 투자에 미래의 신규 투자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추정 가능한 PV가 있다는 것이다. 

 
 
 

위험은 1) 추정되는 이익과 비용이 당초 예상한 이익과 비용과 

일치할 가능성, 그리고 2)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정치가 갖는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TEI 위험 요인은 "삼각 분포"에 기반을 둔다. 

 
 

초기 투자 열에는 "0시간" 또는 1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은 할인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현금 유동성은 연말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된다. PV는 총 비용과 이익 추정치 각각에 대해 계산된다. 요약 

표의 NPV는 초기 투자 및 각 연도의 할인된 현금 유동성을 더한 값이다. 

일부 반올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 이익, 총 비용, 현금 유동성 표의 합계와 

현재 가치가 정확하게 합산되지 않을 수 있다. 

 
 
 
 
 
 

PV(Present Value) 
 

특정 이율(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추정되는 (할인된) 

비용과 이익의 현재 가치 또는 

최신 가치이다. 비용과 이익의 

PV는 현금 유동성의 총 NPV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NPV(Net 
present value) 

 
 

특정 이율(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추정되는 (할인된) 향후 순 현금 

유동성의 현재 가치 또는 최신 

가치이다. 대개 프로젝트 NPV 값이 

양수이면 다른 프로젝트의 NPV가 

더 높지 않은 이상 투자를 해야 함을 

나타낸다. 

 
 

ROI(Return on 
investment)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ROI는 순 

이익(이익 - 비용)을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할인율 

 
 

자금의 시간 값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 분석에 사용되는 

이율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8%~16%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페이백 

기간 

 
투자의 손익 분기점이다. 즉 순 

이익(이익 - 비용)이 초기 투자액 

또는 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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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주석 
 
 
 

 

 
1
 출처: "Now Tech: AI Infrastructure, Q1 2020", Forrester Research, Inc., 2020년 2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