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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속도에 맞춘 첨단 컴퓨팅
우리는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전된 처리 능력과 연결성이 새롭게 등장한 대규
모 실시간 정보 소스와 결합하여 차세대 산업 혁명과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변화의 촉매제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및 인공 
지능(AI)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중요한 발견을 하며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빠르게 융합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흥미롭고 새로운 활용 사례로 확장되
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더 큰 질문과 데이터 세트가 새로 떠오르기 때문에 HPC는 발견 및 
혁신의 속도에 뒤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급속한 변화는 글로벌한 규모의 위험을 줄이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미래를 맞이하려면 많은 일
이 일어나야 합니다.

Dell EMC는 이 같은 물음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Dell EMC는 디지털 변혁을 위한 길을 그려 
나가는 고객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솔루션과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Dell 
EMC CoE(Center of Excellence) 네트워크에서는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첨단 기술
을 테스트하며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AI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워크로
드 및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경
우 모든 단계에서 Dell EMC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래의 실현
Dell Technologies는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비전을 가치로 바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맞춤형 Executive Briefing에 참석하거나 전 세계 CSC(Customer Solution Center)에 상담
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Dell Executive Briefing Center
전략 수립, 계획 및 학습
EBP(Executive Briefing Program)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브리핑은 고객의 고유한 요구 사항, 당면 과제, 새로운 기회 그리
고 목표에 맞춰 설계됩니다. 고객은 Dell Technologies 제품군 전 범위에 걸쳐 담당 임원 및 
SME(Subject Matter Expert)와 직접 만나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Dell 사무실 또는 고객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춤 브리핑을 통해 Dell Technologies 제품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
거나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technologies.com/ko-kr/ebp 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일정 예약은 영업 담
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what-we-do/customer-engagement-programs.htm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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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CSC(Customer Solution Center)
설계, 구축 및 테스트
글로벌 CSC(Customer Solution Center)에서 디지털 변혁을 계획하고 구현하여 귀사의 아
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통해 성공을 거두도
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십시오. 특별히 마련된 전용 Lab
에서 SME(Subject Matter Expert)와 함께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
다. 원격 접속 구성을 통해 전 세계 팀원을 참여시키거나 귀사의 사업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
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검증: PoC(Proof of Concept) - 솔루션 아키텍처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고객의 테스트 
사례를 기반으로 직접 솔루션을 구축해 볼 수 있습니다. 솔루션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최
적화하며, Dell 전문가의 모범 사례와 권장 사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혁신: 설계 워크샵 - 전문가와의 화이트보드 세션 및 솔루션 상담을 통해 고객의 현재 운
영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목표를 조명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요구 사항에 모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협업: 기술 심층 분석 - SME(Subject Matter Expert)와의 제품 데모 및 솔루션 중심 상
담을 통해 제안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com/csc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HPC 및 AI CoE(Center of Excellence)
혁신과 전문성의 허브
Data Analytics, HPC 및 AI가 융합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Dell EMC의 전 세계 HPC 
및 AI 혁신 센터에서는 미래를 예견하는 리더십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며 
Best Practice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로컬 산업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Dell EMC 및 기타 기
술 제작자에게 직접 액세스하여 고객의 피드백과 요구 사항을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습니
다. 협업을 통해 Dell EMC HPC 및 AI CoE(Center of Excellence)는 커뮤니티의 다양한 노
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리소스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Dell EMC HPC 및 AI CoE(Center of Excellence) 위치

Centre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g in South Africa

CSIRO

Dell EMC HPC and AI 
Innovation Lab

Monash University 
eResearch Centr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Automation

University of Pisa 
Competence Centre

Cambridge 
Dell Intel Centre

Texas Advanced 
Computing Center 
(TACC)

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

AI 체험 존
머신 인텔리전스 체험하기
AI란 무엇이며 AI가 비즈니스에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데모
를 실행하고 싱가포르, 서울, 시드니 및 
방갈로르에서 PoC(Proof of Concept) 및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Dell EMC 전문가는 최신 기술을 살펴
보고 첨단 컴퓨팅 워크로드에 필요한 
정보와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협업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습니
다.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Dell CSC(Customer Solution Center)

http://www.dell.com/csc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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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HPC 및 AI CoE(Center of Excellence)는 다음과 같은 협업 전문 지식을 제공합
니다.
• 고속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의 요구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새로
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 AI,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전문 지식, Best Practice, 다양한 최신 기술을 테스트하고 조
정하여 결과를 최적화합니다.

• 여러 위치에 걸쳐 다양하고 강력한 시각 컴퓨팅 솔루션을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 세트
를 시각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합니다.

• 성능 분석, 최적화 및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기술을 찾아 애플
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시스템 설계, 구현 및 운영과 모니터링 및 I/O 벤치마킹을 통해 성능 병목 현상을 방지하
고, 전력 및 냉각 요구를 낮추며, 안정성 및 복구 문제를 해소합니다.

Dell EMC HPC and AI Innovation Lab
커뮤니티 협업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혁신 솔루션 개발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Dell EMC HPC and AI Innovation Lab이 대표적인 혁신 센터입
니다. 오스틴에 소재한 약 1,208제곱미터(13,000평방피트)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고객은 
수천 대의 Dell EMC 서버, 두 개의 강력한 HPC 클러스터, 첨단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시
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HPC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
력하는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박사 및 SME(Subject Matter Expert)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 팀은 HPC와 AI 솔루션을 엔지니어링하고 신기술을 테스트하며 성능 결과 및 Best 
Practice를 포함한 전문 지식을 공유합니다.
• Zenith - 인텔® 과 제휴하여 만들어진 TOP500 순위 안에 드는 시스템인 Zenith는 인텔
의 최신 컴퓨팅, 패브릭, 메모리,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보입니다.

• Rattler - Dell EMC, Mellanox®, Bright Computing® 및 NVIDIA® 간의 파트너십 결과로 
탄생한 Rattler는 최고의 확장성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별 특성과 벤치마킹을 제공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웹 사이트를 참조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
99%를 위한 HPC
SDSC(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는 데이터 집약적인 컴퓨팅과 사이버 인프라
스트럭처의 선두주자로, 산업 및 학계를 포함한 국가 연구 커뮤니티에 자원, 서비스 및 전
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학 탐구 및 발견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둔 컴퓨터 기반 리
소스와 전문 지식의 접근 가능한 통합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SDSC는 지구과학 및 생
물학에서 천체물리학, 생물정보학 및 의료 IT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수백 개의 다
분야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SDSC는 세계 선도적인 통합 디지털 자원과 서비스 모음인 
XSEDE(Extreme Science and Engineering Discovery Environment)의 파트너입니다.
• Comet — 약 2,000대의 Dell EMC PowerEdge 서버를 갖춘 페타스케일 슈퍼컴퓨터인 

Comet은 기존의 연구 영역과 새로운 연구 영역 간의 액세스와 용량을 확장하여 첨단 과
학 컴퓨팅을 혁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디오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HPC and AI Innovation Lab

샌디에이고 
Supercomputer Center

https://www.top500.org/lists/top500/
https://www.dellemc.com/ko-kr/solutions/high-performance-computing/HPC-AI-Innovation-Lab.htm#scroll=off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youtube.com/watch?v=YPMXpW4HGvY
https://www.sdsc.edu/services/hpc/index.html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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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Advanced Computing Center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검색
TACC(Texas Advanced Computing Center)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팅 리소스를 설
계하고 운영합니다. 이 센터의 사명은 첨단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과학과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Wrangler — 대규모 데이터 전송, 분석 및 공유를 위해 설계된 Wrangler는 광범위한 소
프트웨어 스택 및 워크플로우를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확장 가능한 디자인으로 사용자 
및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Stampede2 —  컴퓨팅  기능의  한계를  초월하는  대규모  슈퍼컴퓨팅  시스템인 
Stampede는 랙당 60–70서버를 활용하고 인텔® 제온® Phi™ 및 인텔 OPA(Omni-Path 
Architecture)를 사용하는 수천 명의 연구자를 지원합니다.

• Frontera — 2019년에 운영될 예정인 Frontera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대학 슈퍼 컴퓨터
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HPC 시스템 중 하나로 Stampede2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1

비디오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Institute of Automation AI 및 Advanced Computing Joint 
Lab
과학을 선도하는 경쟁력과 혁신 지원
Dell China는 중국과학원과의 협업을 통해 AI 및 첨단 컴퓨팅 연구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뇌 정보 처리 및 AI 분야에서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의 연구와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는 인지 기능 시뮬레이션, 딥 러닝, 
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새롭게 관련된 컴퓨팅 시스템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뇌 과학 및 
지능 기술 연구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발표 내용 보기 | 비디오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모내시 대학교 eResearch Centre
고급 컴퓨팅의 적용을 통한 21세기 연구 지원
모내시 대학의 Monash eResearch Centre는 연구 그룹, 계측 시설, 기술 회사 및 IT 서비
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고급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조언과 액세스를 
제공하여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연구 과정을 가속화하고 eResearch 전문 
지식, 첨단 기술 및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모내시 대학의 연구 품질 및 영향을 개선하는 것
입니다. 모내시 대학은 세계 유수의 기술 파트너 및 국가 연구 인프라스트럭처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연구자에게 최첨단 인프라스트럭처 및 관행을 제공하여 업계의 능력을 가속화하
고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선보입니다.

비디오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HPC Wire, “TACC의 ‘Frontera’ 
SupercomputerExpands Horizon for 
Extreme-ScaleScience,” 2018년 8월.

텍사스 Advanced 
Computing Center

중국과학원 Institute of Automation

모내시 대학교 eResearch 
Centre

https://www.youtube.com/watch?v=2nwojvbtAss
https://www.tacc.utexas.edu/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50909006789/en/Dell-Announces-New-%E2%80%9CIn-China-China%E2%80%9D-Strategy
https://www.youtube.com/channel/UCUFhIhmQ_Wv4s5gAecNdwTg
http://english.ia.cas.cn/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youtube.com/watch?v=KvI3WEaXRj0&list=PLjZkU1vM_0aVoxE9ZzIlvbHpy2aqLxqBP
https://www.monash.edu/researchinfrastructure/eresearch/collaborations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hpcwire.com/2018/08/29/taccs-frontera-supercomputer-expands-horizon-for-extreme-scale-science/
https://www.hpcwire.com/2018/08/29/taccs-frontera-supercomputer-expands-horizon-for-extreme-scale-science/
https://www.hpcwire.com/2018/08/29/taccs-frontera-supercomputer-expands-horizon-for-extreme-scal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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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RO
혁신적인 과학 기술로 주요 당면 과제 해결
약 1세기 동안, CSIRO로는 과학과 기술에서 가능한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1,800개 이상
의 특허를 보유한 CSIRO는 호주 최대의 특허 보유자로 빠른 Wi-Fi, Aerogard 및 폴리머 
지폐를 발명했습니다. 올해는 주요 호주 기업 400여 곳을 포함한 민간기업 고객 1,750여 
곳, 호주 중소기업 1,060여 곳 및 해외기업 280여 곳과 협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CSIRO
는 더 나은 생산 방법부터 우주 과학, 공항 모델링 소프트웨어 및 비행기를 가장 잘 재도색
하는 방법, 새로운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17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Boeing과 협력했
습니다.
• Bracewell — CSIRO는 Dell EMC와 협력하여 새로운 AI 시스템인 Bracewell을 구축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딥 러닝 외에도 치료를 위한 가상 검사, 교통 및 물류 최적화, 새
로운 재료 구조와 구성의 모델링, 이미지 인식을 위한 머신 러닝, 패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역량을 제공합니다.2

발표 내용 보기 | 비디오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센터
첨단 연구를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HPC
남아프리카의 Centre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g(CHPC)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HPC 시설입니다. 이 센터의 주요 목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
고 하이엔드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성장
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 Lengau — CHPC는 Dell EMC 및 Mellanox와 협력하여 40,000코어 1petaFLOPS 

Lengau HPC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16년에 출시된 Lengau 시스템은 여전히 아프
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며 남반구에서 두 번째로 빠릅니다.3

비디오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Cambridge Dell Intel Centre
장벽을 낮추고 연구 속도 향상
Cambridge Dell Intel Centre는 캠브리지 대학의 검증된 전문 운영 지식과 Dell EMC의 전
문 기술 지식 및 엄선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토대로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 기관에 HPC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캠프리지 대학의 리서치 컴퓨팅 서비스는 학문 분야와 영국 과학 및 
산업계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최첨단 리서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구성
원들이 AI 및 과학 연구의 선두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리서치 컴퓨팅 서비스는 영국
의 가장 큰 학술 슈퍼 컴퓨터인 Cumulus–UK Science Cloud를 출시했습니다.4

• Cumulus — 2petaFLOPS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며 Dell EMC PowerEdge 서버, 인
텔 제온 프로세서 및 인텔 OPA를 기반으로 하는 Cumulus–UK Science Cloud는 
OpenStack®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리소스 풀을 제어하
고 사용자가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소스 풀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비디오 보기 | 사례 연구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CSIRO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센터

Cambridge Dell Intel Centre

2  CSIRO, “CSIRO has chosen Dell EMC 
to build a new scientific computing 
capability,kicking off a new generation of 
research,” 2017년 7월.

3  CHPC, “CHPC’s Lengau Cluster Remains on 
TOP500 List,” 2018년 6월.

4  캠브리지 대학교의 리서치 컴퓨팅 서비스.

https://korea.emc.com/about/news/press/2017/20170717.htm
https://www.youtube.com/user/csiro
https://research.csiro.au/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youtube.com/watch?v=jftbx472OjE
https://www.chpc.ac.za/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dellemc.com/en-emea/solutions/high-performance-computing/centre_of_excellence.htm#video-overlay=5572420064001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customer-profiles-case-studies/products/servers/cambridge_case_study.pdf
https://www.hpc.cam.ac.uk/cambridge-dell-intel-centre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csiro.au/en/News/News-releases/2017/CSIRO-powers-bionic-vision-research-with-new-Dell-EMC
https://www.csiro.au/en/News/News-releases/2017/CSIRO-powers-bionic-vision-research-with-new-Dell-EMC
https://www.csiro.au/en/News/News-releases/2017/CSIRO-powers-bionic-vision-research-with-new-Dell-EMC
https://www.csiro.au/en/News/News-releases/2017/CSIRO-powers-bionic-vision-research-with-new-Dell-EMC
https://www.chpc.ac.za/index.php/news2/232-chpc-s-lengau-cluster-remains-on-top500-list
https://www.chpc.ac.za/index.php/news2/232-chpc-s-lengau-cluster-remains-on-top500-list
https://www.hpc.ca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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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 대학교의 Competence Centre for Cloud and HPC
협업을 통한 리더십
피사 대학교의 Competence Centre는 점점 커지는 최첨단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에 대
한 요구에 대응하여, 대학 연구원들이 연구를 공유 및 추진하고 방문객이 최신의 가장 효
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신(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HPC 솔루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및 스토리
지 솔루션, 시스템 벤치마킹에 이르기까지, 이 센터는 핵심 성과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센터는 NVMe 및 NVMe over Fabric 기술을 포함한 솔리드 스
테이트 기술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피사 대학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Dell EMC의 딥 러닝 기술과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구
를 강화하고 이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보기 | 사례 연구 보기 | 탐색 |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Dell EMC는 혁신적이고 강력한 데이터 분석, HPC 및 AI 솔루션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
한을 얻으려면 Dell EMC 또는 공인 파트너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HPC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dellemc.com/ko-kr/hpc 혹은 dellemc.com/ko-kr/
ai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ata Analytics, HPC 및 AI를 위한 Dell EMC를 선택하는 이유
Dell EMC만의 차별화된 지원
Dell EMC는 Data Analytics, HPC 및 AI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며 많은 자원을 투자했습
니다.
• 임원 브리핑에 참여하고 비즈니스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 Dell Customer Solution Center에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Dell EMC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필
요로 하는 것을 얻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훌륭한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필요한 
내용을 Dell EMC에서 갖추지 않은 경우,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
다. Dell EMC는 개방성을 지향하며 성능 결과를 게시합니다.

• Dell EMC는 워크스테이션,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하
여 Alienware에서 슈퍼 컴퓨터에 이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 이처럼 다양한 솔루션을 갖춘 Dell EMC는 문제에 대해 천편일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
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광범위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피사 대학교의 Competence Centre for 
Cloud and HPC

https://youtu.be/Gguqu26Dv5k
https://korea.emc.com/collateral/customer-profiles/dell-emc-univ-of-pisa.pdf
https://www.unipi.it/index.php/english-news/item/2500-a-new-high-performance-computing-cloud-competence-center-is-set-up-in-pisa
https://www.dell.com/support/contents/us/en/19/category/contact-information/sales
https://www.dellhpc.org/
http://www.dellemc.com/ko-kr/hpc
https://www.dellemc.com/ko-kr/solutions/artificial-intelligence/index.htm#scroll=off
https://www.dellemc.com/ko-kr/solutions/artificial-intelligence/index.htm#scroll=off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what-we-do/customer-engagement-programs/executive_briefing_program.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press/open-letter-to-customers-and-partners.htm


Dell EMC HPC 커뮤
니티 참여

적극적인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는 세계적인 기술  

포럼 
dellhpc.org

Virtual  
Rack

Virtual Rack에서 선별된 
HPC 시스템 확인  

esgvr.dell.com

기술 문서
성능 결과, 레퍼런스 아키텍
처 및 엔지니어링 관련 블

로그 참조  
hpcatdell.com

HPC 리소스 센터
HPC 리소스 센터에서 백

서 다운로드  
dellemc.com/ko-kr/

hpc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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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세한 내용은 dellemc.com/ko-kr/hpc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 영업 
대표 또는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결과
Dell EMC는 IT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 중인 몇 가
지 분야의 선도적인 업체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IT 솔루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뢰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 #1 서버5

• #1 컨버지드 및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HCI)6

• #1 스토리지7

• #1 클라우드 IT 인프라스트럭처8

여기에서 Dell Technologies 주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5  IDC WW Quarterly Server Tracker, 2019년 3
월, 공급업체 매출 - 2018년 4분기.

6  IDC WW Quarterly Converged Systems 
Tracker, 2018년 9월, 공급업체 매출 - 2018년 
2분기.

7  IDC WW Quarterly Enterprise Storage 
Systems Tracker, 2018년 12월, 공급업체 매
출 - 2018년 4분기.

8  IDC WW Quarterly Cloud IT Infrastructure 
Tracker, 2018년 6월, 공급업체 매출 - 2018년 
1분기.

http://www.dellhpc.org/
https://esgvr.dell.com/
http://www.hpcatdell.com/
https://www.dellemc.com/en-emea/solutions/high-performance-computing/resource_centre.htm#scroll=off
https://www.dellemc.com/en-emea/solutions/high-performance-computing/resource_centre.htm#scroll=off
http://www.dellemc.com/hpc
http://www.dellemc.com/ko-kr/hpc
http://www.dellemc.com/ko-kr/hpc
https://corporate.delltechnologies.com/content/dam/delltechnologies/assets/press/resources/Dell_Technologies_Key_Facts_2018.pdf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905719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330918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330918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539118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539118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025018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4025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