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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인공 지능 실현
엣지에서 중앙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

인간과 기계의 협력 개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서서히 바꿔 놓았고, 이제는 이전
세대가 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집에서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장치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강력한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슈퍼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생활 양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HPC의 성능 대비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목표를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절한 기술입니다.
이제 기업은 AI를 통해 과거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능적인 분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 개발 및 정밀의학을 발전시켜 질병을 퇴치합니다.
• 필요할 때 원하는 곳에 제품이 도달하도록 공급망의 유연성과 응답성을
개선합니다.
• 적절한 고객에게 적합한 오퍼링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AI를 사용하면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고,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AI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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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

글로벌 데이터 환경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75ZB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1 AI는 유의미한 부가 가치를 예측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I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90%
이상이 AI를 포함할 것이라고 합니다.2 그러나 한편으로는 "14.6%의 기업만이
AI 기능을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3 이것은 기업의 AI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PoC(Proof of Concept)와 실제 운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데이터에서 가치 있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분석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기술이 그러하듯이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많은 얼리 어답터들은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한 AI를 실험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복잡한 고비용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AI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AI 활용 사례가 PoC(Proof of Concept)에서 실제 운영으로 발전함에
따라, AI 얼리 어답터 중 다수는 여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레이턴시 및
이식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AI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할 때,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
하이브리드 모델의 레이턴시 문제 때문에 기업은 온프레미스의 데이터에 대한
AI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4

"가치 있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분석
정보를 확보하는
적절한 기술이 없으면
데이터의 가치는
제한된다."
- IDC6

일부 AI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로 가져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초기 과제가 존재합니다. 운영 환경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여러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AI를 실행할 수
있는 HPC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며 관리할 만한 역량을 갖춘 사내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Gartner의 2019년 조직 내 AI 설문조사에서 조직들이 AI를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및 내부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안 또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와 AI 솔루션을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와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5
현실적으로 기업이 AI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간의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직원 리소스가
최소한의 추가 교육만으로 AI를 관리할 수 있도록 IT 복잡성을 줄여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AI가 세계와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1

Seagate 후원으로 작성된 IDC 백서, "Data Age 2025: The Digitization of the World: From Edge to Core", 2018년 11월.

2

IDC, "IDC FutureScape: Worldwide IT Industry 2020 Predictions", 2019년 10월. Doc #US45599219.

3

Forbes, "AI Stats News: Only 14.6% Of Firms Have Deployed AI Capabilities In Production", 2020년 1월.

4

Disruptor Daily, "What Are The Challenges To AI Adoption In Cloud Computing? 9 Experts Share Their Insights", 2019년 9월.

5

Gartner, "Cool Vendors in AI Core Technologies", 2020년 4월.

6

IDC, "Worldwide Artificial Intelligence Forecast, 2019–2023", 2019년 7월. Doc #US453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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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의 관점
AI의 성능을 활용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엔지니어, 연구원,
설계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많은 조직들이
AI를 활용하여 더 큰 질문에 답하고 더욱더 빠르게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원하는 모든 이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의 제품 및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과 기관에 AI를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Dell Technologies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를 실현하기 위해 AI
오퍼링을 확장하는 이유입니다. 최신 오퍼링은 기존의 방대한 AI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면서 멀티 클라우드 AI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멀티 클라우드
이식성, 컴퓨팅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ell Technologies와 협력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지원되는 AI: VMware 지원 이식성을 통해 여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AI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분석 정보: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문제 해결과 직관적인
관리를 통해 분석 정보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규모에서든 구현 가능한 AI: 포괄적인 Dell Technologies 포트폴리오를
통해 노트북부터 슈퍼 컴퓨터까지 AI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및 VMwa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AI를 실현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으로서,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 적절한 기술 파트너만 있다면 AI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 P.J. Camm, OTTO Motors의 IT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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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와 함께 AI 실현
"지난 40년간
프로비저닝된 것보다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향후 5년 동안
프로비저닝될 것입
니다. ... 그중에서도 AI
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기능을 사용하는
보다 데이터 중심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Kit Colbert, VMware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부 VP 겸 CTO

어디서나 지원되는 AI

Dell Technologies는 VMware® vSphere®를 통한 이식성을 지원함으로써 여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걸쳐 AI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VMware vSphere 7.0이
이 포함된 VMware Cloud Foundation
Dell Technologies 제품군의 일부인 VMware는 AI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VMware Cloud Foundation™의 구성 요소인 VMware vSphere 7.0
은 Dell Technologies 인프라스트럭처에 획기적인 AI 혁신을 제공합니다.
• Kubernetes® 컨테이너 제어 계층:: 기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컨테이너화 및
가상화하여 기존 vSphere 관리자가 최소한의 추가 교육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합니다.
• Bitfusion 가속기 가상화: 여러 공급업체의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가속기를
가상화하여 VMware vCenter® 클러스터로 관리되는 유연한 가속기 풀에 대한
셀프 서비스 액세스를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 VMware Cloud Foundation: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툴, 팀, 기술, 정책, 표준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vSphere,
VMware vSAN™, VMware NSX®, VMware vRealize® Suite를 단일 플랫폼으로
번들 구성합니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AI: GPUaaS(GPU as a Service)
AI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조직들은 IT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유연성, 비용 최적화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에서 AI와 같은 고급 컴퓨팅 워크로드와 기존
컴퓨팅 워크로드를 나란히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AI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Dell EMC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를 VMware Cloud Foundation과 VMware vSphere
에 포함된 새로운 고급 기능과 통합하는 검증된 설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기업에서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성능, 이식성, 관리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 가속기 성능 향상: AI 워크로드 성능은 가속기의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U와 기타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사일로에 갇혀 있고
사용률이 매우 낮으며, 개별 사용자 전용의 워크스테이션에 종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VMware vSphere 7.0에는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위치한
가속기를 가상화할 수 있는 Bitfusion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가속화에
대한 셀프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개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지원하고
중요한 가속기 리소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간 이식성: AI 애플리케이션은 수정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VMware vSphere는 Kubernetes에 대한 기본 지원을 포함하며, 클라우드 간에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식할 수 있도록 이식 가능하고 일관된 컨테이너형 환경을
제공합니다.
• 관리 업무 간소화: VMware Cloud Foundation의 혁신을 통해 IT 팀은 검증된
Dell EMC PowerEdge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에서 실행되는 익숙한
VMware 환경에서 AI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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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mbridge의
Data Accelerator
구축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2019년 6월 IO500
세계 HPC 스토리지
순위에서 2위보다
거의 두 배 더 빠른
속도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HPC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7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vHPC
일반적으로 AI와 같은 HPC 워크로드는 구축 및 관리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가상화되지 않은 베어 메탈 시스템에서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의
VMware vSphere가 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조직들이 가상화된 HPC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연성 및 민첩성 향상: 필요할 때 인프라스트럭처를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함으로써 반복 및 스케일아웃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분석
정보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정 및 재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잡성 감소: 백업, 보안 분석, 방화벽, 운영 관리 등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대한 기술 파트너 협력 체계를 통해 익숙한 가상화 플랫폼에서
AI 및 HPC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운영 효율성 향상: 중앙 집중식 관리 기능으로 설정 및 구성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지속적인 프로비저닝 및 유지 보수 등으로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예정된 다운타임을 방지합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밀 정보 제어: 보안 격리로 인해 VM이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 VM은 지정된 가상 디스크 파일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라이선싱: VMware vSphere Scale‑Out은 AI, HPC,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가상화 플랫폼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 Data Accelerator
HPC와 AI가 통합되고 연구자들이 이러한 워크로드를 같은 시스템에서 나란히
실행하기를 원함에 따라 대역폭과 레이턴시에 민감한 워크로드와 함께 데이터
세트가 증가하여 중앙 병렬 파일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심지어 파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스토리지
I/O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Dell Technologies, 인텔®, University
of Cambridge는 차세대 데이터 집약적 HPC 및 AI 워크플로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Data Accelerator라고 하는 NVMe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은 최신
SSD 및 패브릭 기술이 적용된 Dell EMC PowerEdge R740xd 서버를 최적으로
사용하여 I/O 관련 성능 문제를 완화합니다. Data Accelerator를 통해 조직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중앙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병목
현상을 완화합니다.
• 일관되고 스케줄링 가능한 고성능 I/O 리소스를 통해 획기적인 I/O 성능을
제공합니다.
• 재설계 없이 기존 HPC 스토리지와 통합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케줄링
도구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 및 네트워킹 기술에 기반한 IaC(Infrastructure as
Code)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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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Institute for I/O, "IO500",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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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분석 정보

첨단 IT 인프라스트럭처는 뛰어난 성능과 유연성을 갖추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를 통해 AI 솔루션을 완성합니다.
Dell EMC OpenManage
Dell EMC OpenManage 시스템 관리 포트폴리오는 상호 연동되는 직관적인
툴을 통해 고객의 고유한 정책에 따라 반복 가능한 자동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IT 인프라스트럭처의 복잡성을 해소하면서 손쉽게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알림, 원격 관리, 증강 현실을 지원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이벤트나 비즈니스 우선 순위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OpenManage Mobile: 독보적인 Android/iOS 앱인 Dell EMC OpenManage
Mobile은 IT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센터 문제를 추적하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 앱은 머신
러닝을 활용하여 Dell EMC PowerEdge MX7000 섀시를 식별한 후에
AR(Augmented Reality)을 사용하여 각 구성 요소의 상태 오버레이를
추가합니다. 최신 릴리스에서는 IT 관리자가 전력 및 방열 정책을 확인하고,
비상 전력 절감 조치를 수행하고, 내부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AR 인터페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OpenManage Integration for VMware vCenter: Dell Technologies는
vSphere Lifecycle Manager를 지원하는 단 두 곳의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통합이 워크플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물리적 및 가상
호스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vCent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나의 스케줄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케줄러는 VMware 인프라스트럭처의 전체 업데이트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업데이트할 수 없는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사전 검사에서 경고를 보냅니다.
• OpenManage Enterprise: 서버 온보딩을 빠르게 진행하고 서버 수명주기
관리를 안정적으로 확장합니다.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풀 기반 프로파일 관리,
자동화된 모듈형 구성 요소 검색 등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여 MX 섀시와
표준 Dell EMC PowerEdge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 걸쳐 시스템 관리 환경을
통합하고 규모에 맞게 관리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vSphere Lifecycle Manager
를 지원하는 단 두 곳의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OpenManage Enterprise는 수작업 구축과 비교했을
때 단일 서버의 구축 시간을 88% 단축하고 구축
단계를 14개나 줄일 수 있습니다. ... OpenManage
를 통해 서버에서 시작되는 검색은 단일 서버에
대해 5개의 기본 단계와 15초의 관리자 시간만
필요하며, 네트워크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8

8

Principled Technologies, "Boost data center staff productivity with OpenManage Enterprise", 2020년 3월.

7 | 진정한 인공 지능 실현
© 2020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어떤 규모에서든 구현 가능한 AI

Dell Technologies는 복잡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솔루션으로 고객들이 흥미로운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Dell Technologies
는 워크스테이션,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랙 시스템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AI,
HPC 및 Data Analytics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Dell Technologies AI 전문가는 AI 및 HPC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는
세계적인 기술 커뮤니티에서 혁신과 협력을 주도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기존 AI 포트폴리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AI는
는 검증된 AI 전문 기술과 함께 보다
심층적인 분석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설계를 통해 AI를
간소화합니다.
• Dell EMC Reference Architectures and Validated Designs for AI는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설계와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AI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며 첨단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 Dell EMC PowerEdge 서버(R740, R740xd, R7525, C4140 등)는 AI와 같은
스케일 아웃 워크로드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구성 및 연결 옵션으로
최신 프로세서, 가속기, 메모리 및 NVMe 스토리지를 지원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차별성
"우리는 고객에게
개인화된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AI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했습니다. Dell
EMC 및 VMwa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
지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Robert Walden, Epsilon CIO

Dell Technologies의 목표는 더 많은 조직들이 AI를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 Customer Solution Center

Dell Technologies Customer Solution Center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세계적 수준의
IT 전문가가 고객 및 잠재 고객과 협력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심층적인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고객의 성공과 경쟁력 확보를
돕습니다. Customer Solution Center는 새로운 기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고 구축 속도를 높이도록 도와드립니다.

AI 체험 존

AI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싱가포르, 서울, 시드니 및 방갈로르에서 데모를
실행하고, PoC(Proof of Concept)를 시도하고,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최신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첨단 컴퓨팅 워크로드에 필요한 정보 및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Dell Technologies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Dell Technologies HPC & AI Innovation Lab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HPC & AI Innovation Lab은 대표적인 혁신 센터입니다.
13,000평방피트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고객은 수천 대의 Dell EMC
PowerEdge 서버, 2대의 강력한 HPC 클러스터, 첨단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HPC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및 SME(Subject Matter Expert)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HPC와 AI 솔루션을 엔지니어링하고 신기술을
테스트하며 성능 결과 및 모범 사례를 비롯한 전문 지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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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 HPC & AI CoE(Center of Excellence)

"2025년까지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90%
이상은 인공 지능을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AI 지원
애플리케이션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
스마트'하고 동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 IDC9

9

Data Analytics, HPC 및 AI가 융합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Dell Technologies
의 전 세계 HPC & AI CoE(Center of Excellence)는 통찰력을 갖춘 리더십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며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HPC & AI CoE는
지역의 산업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Dell 및 기타 기술 개발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고객의 피드백과 요구 사항을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리소스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Dell Technologies는 설계 및 구현부터 지원 및 시스템 관리에 이르기까지 AI,
HPC, Data Analytics를 위한 온프레미스 및 매니지드 시스템은 물론 클라우드의
시스템을 비롯한 포괄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
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협력하고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을 연계하여 혁신을
앞당기고 최적의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컨설팅은 전략부터 구현, 지속적인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AI 및 Data Analytics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프로세스,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에는 AI 기술을 구현
및 운영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이제 막 AI 및 HPC를 시작한 고객들을 위해 ProConsult 자문 서비스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측정 가능한 결과를 실현하는 혁신을 평가하고 계획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여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제 가능한 방법론을 활용합니다.
• Education Services는 데이터 과학 및 고급 분석 영역의 교육 과정과 인증을
제공합니다. Deep Learning Institute는 자율 학습형 온라인 실습과 강의식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걸친 신경망을 설계, 학습 및
구축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을 교육합니다.
• ProDeploy는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모범 사례를 체득한 전담 AI 및
HPC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팀을 활용하여 Dell EMC Ready Solutions
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l Technologies 구축
모델은 검증된 포괄적인 시스템 구현과 더불어 설계 검증, 벤치마킹, 제품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 ProSupport는 24x7 포괄적인 하드웨어 지원 및 협업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ProSupport Add‑on for HPC는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AI, HPC, Data
Analytics에 대한 특정 권한과 함께 솔루션 기반 지원을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멀티 벤더 시스템의 복잡성을 해소하도록 돕는 전용 HPC 솔루션
전문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PowerEdge Configuration Services는 새 서버를 배송 전에 구성하여
신속하게 구축하고 AI 환경에서의 확장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설정부터
맞춤형 자산 태그 지정, 고객 제공 시스템 이미지, 카드 배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PowerEdge 서버를 사양에 정확하게 맞춰 즉시 구축 가능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Remote Cluster Management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HPC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고객은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Dell Technologies 멀티 클라우드 AI 오퍼링은 Dell Technologies Cloud 및
R Systems®, Verne Global®, DXC®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등 다양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리소스를 포괄합니다.

IDC, "IDC FutureScape: Worldwide IT Industry 2020 Predictions", 2019년 10월. Doc #US455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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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ell EMC PowerEdge Reference
Architectures
• Dell EMC OpenManage 시스템
관리 솔루션
• Dell Technologies Customer
Solution Center
• Dell Technologies HPC & AI
Innovation Lab
• Dell Technologies HPC & AI
CoE(Center of Excellence)

자세한 정보

유연한 지불 및 소비 솔루션

Dell Technologies On Demand는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옵션과 유연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 On Demand
모델이 적용된 유연한 지불 및 소비 솔루션은 IT 장비를 인수 즉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점진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덕분에
조직은 현금 유동성을 관리하고 예산에 맞춰 향후 업그레이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Dell Technologies 지불 솔루션은 Dell Technologies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전체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 맞춤형 지불 솔루션을 이용하면 비즈니스 목표, 구축 일정, 성장 예측에 맞춰
사용량에 따라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소비 솔루션을 이용하면 오버 프로비저닝 부담이나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
지불할 우려 없이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금융 지원 솔루션은 지불 유예와 연간 지불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을 지원하며, 라이선스 계약 구매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ltechnologies.com/ko-kr/ai

Copyright © 2020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All Rights Reserved. Dell,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Published in the
USA 06/20 White paper DELL‑AI‑POV‑USLET‑101
VMware® 제품에는 http://www.vmware.com/go/patents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특허가 적용됩니다.
VMware®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VMware,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Kubernetes®는 Linux
Found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인텔®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텔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R
Systems®는 R Systems NA, Inc.의 상표입니다. Verne Global®은 Verne Holdings, ehf의 등록 상표입니다.
DXC®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DXC의 상표, 등록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본 문서의 정보가 해당 발행일 현재 정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