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기업의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요약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 머신 러닝 및 딥 러닝(ML/DL) 툴킷의 보편화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솔루션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의 주류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AI는 자동차, 의료, 생명 과학, 금융, 기술, 소매 등 다양한 기업 분야의
데이터를 통찰력으로 전환한다. 보험 분야에서 예측 AI는 인수 시의 위험을 제거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시간 딥 러닝이 부정 행위 발생 시 이를 인식하고, 데이터 센터 관리
분야에서는 패턴을 분석하여 장애 발생과 확장성 문제를 예측하는 등, 데이터는 이와
같은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인공 지능, 특히 딥 러닝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퓨팅 엔진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데이터 센터에 인공 지능을 배포하는 새로운 현실은
집적도, 처리량, 동시성 및 스케일 아웃 데이터 아키텍처 변경에 대한 요구를
변화시킨다. IT가 기업에 AI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이 백서에서는 기업의 딥 러닝과 인공 지능이 어떻게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새로운
워크플로와 당면 과제를 제기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스케일 아웃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더 긴밀하게 통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통해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다룬다.
딥 러닝에서는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도 대량의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Dell EMC Isilon Series와 같은 적합한 스토리지 기술에 컴퓨팅을 적절히
통합하면 데이터를 프로세서의 속도에 맞게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에 공급할 수 있다.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시스템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IT 조직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이터 과학자 모두에게 유연성과 민첩한 대응 능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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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으로 인한 기업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유명 잡지인 The Economist의 석유 굴착 장치를 배경으로 한 표지에서
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리소스”1라고 선언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ML(Machine Learning) 및 DL(Deep Learning)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로 모든 조직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데이터는 경쟁 차별화 요소가 되었다.

그림 1: AI, ML, DL

간의 관계

출처: Moor Insights & Strategy

인공 지능은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연관되는 형태의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통찰력을 제공하는 일반 기술 분야를 의미한다. AI의 간단한 예로는
소매업체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과거 쇼핑 기록과 현재 검색 중인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소매 추천 엔진이 있다.

1 The

Economist, 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 2017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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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은 알고리듬이 데이터를 구문 분석하여 해당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제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인공 지능의 한 유형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 스팸을 감지하는 머신 러닝 시스템은 매일 사용자가 스팸 폴더로 이동하는
수백만 개의 이메일의 샘플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더 흥미롭고 활기를 띠고 있는 인공 지능의 분야 중 하나인 딥 러닝은 머신 러닝의 하위
집합이다. 딥 러닝은 신경망 이라고 하는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접해가며
예측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딥 러닝은 자율 주행 차량, 인간의 기분을 인식하는 감정
분석, 그 외 동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권장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AI 기술 대부분의 핵심이다. 이 백서에서는 딥 러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지만,
어떤 유형의 데이터 집약적인 AI 시스템을 구현하든 아키텍처상으로 유사하다.
AI 활용 사례는 AI 기반 챗봇 및 음성 응답 시스템부터 고객 행동 예측,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까지 많고 다양하다. 지능형 기업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많은 이들이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당면 과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IT 전문가 1,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IT 예산의 5% 이상을 인공 지능에 지출할 계획인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답자의 5분의 1은 IT 예산의 20% 이상을 AI에 지출할 계획인 조직에서 근무한다.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 지능은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종종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머신 러닝과 여기서 파생되어 더 특화된 딥 러닝이
현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M&E(Media and Entertainment) 업계에서는 머신 러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업에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 감정 분석은 영화 및 TV 프로그램 상영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M&E 업계는 딥 러닝 알고리듬에
의해 학습된 이미지 인식을 활용하여 수많은 비디오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2 O'Re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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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업계의 최신 제조 조직은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을 운영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한다. 이미지 인식 시스템은 제조 라인의 제품을 분석하여 결함을 식별한다.
또한 머신 러닝 시스템은 공장 전체의 센서를 분석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패턴을 인식하고 식별하여 장애 예측 분석을 지원한다.
머신 러닝은 지능형 조달 및 물류에 최적화된 JIT(Just In Time) 운영을 유지하는
공급망 의사 결정을 추진하는 데도 사용된다.

•

자동차 및 운송 업계는 딥 러닝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전 세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 딥 러닝 기술은 자율 주행 차량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및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
반자동 주행, 장애 예측 분석, 운전자 모니터링 등의 형태로 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AI 기술을 기업에 배포하는 것이 매우 파급력이 크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새로운
이야기일 뿐이다. AI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공통 구성 요소를 간소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감지, 이미지 분류, 세분화, 자연 언어 처리 및/또는 예측 분석을
지원하는 거의 모든 딥 러닝 솔루션은 공통적인 핵심 기술을 활용한다. 이러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플랫폼에 기반하여 배포되며, 이러한 활용 사례를 구현하는 데
흔히 볼 수 있는 TensorFlow, PyTorch 및 Caffe2 등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맞게 미세 조정된다.
대부분의 기존 IT 실무자는 다양한 활용 사례를 위해 AI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은 새로운 과제를
수반하며, 데이터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기술이다.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딥 러닝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이러한 워크로드에 대비하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처가 AI의 도입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이 치열한 IT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분석 아키텍처가 지원하는 딥 러닝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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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에서 딥 러닝 사용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딥 러닝이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학습
워크플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 학습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는 기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서로 다른 사항을 요구한다. 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일반적인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파이프라인

출처: Moor Insights & Strategy

이러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데이터 수집 - 데이터는 엣지 디바이스, 로그 파일, 음성 또는 비디오 스트림,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과 같은 외부 소스(또는 여러 소스)에서 추출된다. 데이터는
추출된 후 저장된다. 스토리지 솔루션은 수신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데이터 준비 - 데이터가 교육을 위해 정리 및 변환된다. 이 중요한 단계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상점을 식별하며, 데이터 세트가 교육
알고리듬에 최적화된다. 지도 학습과 같은 일부 머신 러닝 유형의 경우 이
단계에서 데이터에 레이블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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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검색 및 시각화 - 교육 알고리듬과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은 매우 반복적인 과정이지만,
적은 양의 스토리지와 컴퓨팅만 필요하다.

•

모델 교육 및 개발 - 이 단계에서 대량의 작업이 발생한다. 정리된 데이터는 GPU
또는 기타 고성능 컴퓨팅 엔진 클러스터로 공급되며, 이러한 과정이 매우 오랜
기간 반복된다. 교육에는 동시성이 높은 랜덤 읽기 작업에 최적화되어 처리량이
높은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

모델 배포 또는 운영 추론 - 교육 단계에서 생성된 모델은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배포된다. 이 단계의 특성은 배포되는 딥 러닝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은 스토리지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이 거의 없는 스마트
카메라와 같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더 발전된
애플리케이션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내에서 실행할 수 있다.

•

데이터 보존 - 모델 교육 또는 딥 러닝을 위한 반복 추론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보관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 유지된다. 데이터 보존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면 모델을 다시 만들 수 있고, 미래에 대비한 통찰력을 위해
데이터를 마이닝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딥 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일련의 설계 원칙을 토대로 한다.
•

성능 및 확장성: 성능은 확장으로 인해 저하될 수 없다. 컴퓨팅,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킹에 관계없이 각 구성 요소를 비례적이고 독립적으로 확장하여
시스템이 컴퓨팅, IO 및 네트워킹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워크로드와 함께
원활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연성:AI 시스템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러한 역동성에 내재된
현실은 AI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 및 활용 사례가
불가피하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만, 조직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비즈니스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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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 딥 러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이며, 이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보안,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 및 기타 기존 데이터 관리 관련 우려 사항은 딥 러닝
데이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환경에 구축된 스토리지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를 위해 기존 정책 및 절차와 긴밀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머신 러닝과 딥 러닝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컴퓨팅에 중점을 두지만, 이러한
솔루션이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딥 러닝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딥 러닝 환경의 데이터
딥 러닝 워크플로의 데이터 특성은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다른 IT 애플리케이션과
다르다.
•

데이터는 주로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이미지, 오디오, 자유 형식 텍스트나
시계열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된다. 딥 러닝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아키텍처는
비정형 데이터에 최적화되어야 한다. 또한 스토리지는 SMB, NFS, HDFS, S3 및
HTTP와 같은 여러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운영 유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비디오 및 엣지 센서와 함께 데이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분석으로 생성되는 수 테라바이트의 고해상도 콘텐츠가 포함되는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추후 분석 또는 재교육을 위해 이 데이터를 유지하면
페타바이트 규모의 스토리지가 필요할 수 있다. 딥 러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통찰력을 도출하려면 분석할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기간별 레코드가 필요하다.
이 환경의 스토리지 솔루션은 중단 없이 간단하게 스케일 아웃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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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사용량은 학습 파이프라인 각 단계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정리 또는 레이블 지정은 교육 또는 실시간 추론을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프로세스와는 매우 다른 성능을
요구한다. 이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은 기존 로컬 스토리지, DAS 또는
중형급(mid-tier) 스토리지로 충족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의 다른 쪽 끝은 최신
처리 기술에 대응하는 처리량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필요로 한다.

•

데이터는 도처에서 추출된다. 딥 러닝 애플리케이션에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다. 분석 또는 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는 엣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음성 서비스 및 서버 로그 집계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될 수 있다.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스토리지를 설계해야 한다.

•

데이터 모델의 수명주기: AI에는 기업의 전체 AI 워크플로에 맞게 조정된
스토리지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고성능에서 딥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포괄하는 일관된 관리 툴 세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AI 기능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전환하려면 IT 조직이 기존
스토리지에 새로운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툴이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특성은 딥 러닝을 위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선택할 때 실제 고려
사항이 된다. 이 데이터는 여전히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이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및 보안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에서 배포하는 딥 러닝 유형은 이러한 워크플로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아키텍처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제조 및 자동차 업계와 같은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인식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및
DNN(Deep Neural Network)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CNN은 매우 반복적인 여러 단계를 통해 이미지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신경망의 한 유형이다. 교육 및 인식 과정에 있는 CNN의 데이터 액세스 패턴에는 기본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수많은 작은 블록 읽기 액세스에 맞게 조정된 스토리지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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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를 들어보면, Dell EMC와 NVIDIA가 수행한 벤치마킹에서는 Dell EMC Isilon F800
스토리지 시스템을 NVIDIA Tesla V100 GPU 여러 개로 구성된 NVIDIA DGX-1 서버에
결합했다. 각 GPU는 5,000개 이상의 병렬 스레드를 실행했으며, 이는 GPU당 평균
703개의 파일을 동시에 읽는 것과 같다3. 딥 러닝 시스템과 결합된 스토리지 시스템이
처리 요소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규모에 맞는 탁월한
동시성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다른 딥 러닝 시스템은 저마다의 요구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 부정 행위 탐지를 위한 실시간 패턴 인식을 제공하는 지능형 시스템에는
초고성능 블록 스토리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Dell
EMC PowerMax Series와 같이 처리량이 높고 레이턴시가 짧은 블록 스토리지
어레이를 통해 더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블록 크기, 파일 I/O 패턴 및 규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머신 러닝 및 딥 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딥 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단일
네임스페이스를 통한 계층화 및 일관된 툴 세트를 통한 간편한 관리를 사용하여 높은
동시성과 다차원적인 성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Dell EMC: 딥 러닝을 위한 스토리지 제공
AI의 힘은 효율적이면서 성능 기준에 맞는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고,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설계할 때에는 학습
파이프라인 단계마다 성능, 확장성 및 동시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3 백서:

딥 러닝을 위한 Dell EMC Isilon 및 NVIDIA DGX-1 서버,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storage/Dell_EMC_Isilon_and_NVIDIA_DGX_1_servers_for_deep_learn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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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딥 러닝 워크로드의 단계별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원활하게
계층화되고 확장되는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Dell EMC Isilon 제품군은 엔터프라이즈 딥 러닝의 전체 수명주기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공급한다. 교육에서 학습, 배포,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 아카이빙 요구에 이르는 워크플로를 따른다.

Dell EMC Isilon

OneFS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의 힘은 기본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에 있다. Dell EMC Isilon
OneFS 운영 체제는 Dell EMC Isilon 스케일 아웃 NAS 스토리지 솔루션의 기반이
되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
OneFS의 강력한 기능은 모든 인공 지능 워크플로의 핵심에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최적화하고 간소화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원활한 계층화를 제공하는 한편, 단일
네임스페이스를 공급하고, 데이터 배치를 관리하고, 감지된 트래픽 패턴을 기반으로 각
어레이의 성능을 최적화 및 튜닝하고, 운영 중단 없는 비례적인 스토리지 확장을
지원한다. Dell EMC Isilon OneFS 운영 체제에서 이러한 각 기능을 제공한다.
스토리지 관리의 단순성으로 인해 데이터 과학자는 기본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의
세부 사항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머신 러닝 프로세스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순성으로 IT 관리자는 머신 러닝 및 딥 러닝의 요구를 포괄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의 적절한 조합을 구축할 수 있다.
•

통합 Data Lake – 분석 워크플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한다.

•

멀티 프로토콜 지원 - “한 번의 저장으로 여러 번 사용”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첩한 대응 능력을 높인다.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거버넌스 - 기본 제공되는 복원력 및 보안 기능으로
데이터를 보호한다.

•

원활한 계층화 – 동일한 클러스터의 올플래시, 하이브리드 및 아카이브 노드 간의
스토리지 계층화를 통해 경제적인 페타바이트 단위 확장 및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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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캐싱 - 데이터를 사용하는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스토리지 시스템의 캐싱
특성을 동적으로 튜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Isilon OneFS 캐싱은 딥 러닝
워크플로에서 중요한 성능 특성인 동시 읽기 성능을 대상으로 한다.

•

비례적 확장성 - Isilon 시스템이 딥 러닝 구현의 특징인 동시 병렬 워크로드를
제공하면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는 DevOps 및 As-a-Service 지원 – 기업이 개발, 테스트
및 운영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거나 동일한 Isilon 클러스터 내의 여러 액세스
존을 통해 테넌트가 명확히 분리된 여러 운영 데이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Dell EMC Isilon Series에 내재된 전반적인 환경과 인텔리전스를
관리한다. 단순한 관리 용이성, 어레이의 견고한 성능 및 확장성 특성의 결합은 Isilon을
딥 러닝 워크로드를 위한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만든다.

Dell EMC

Isilon: 머신 러닝 및 딥 러닝을 위해 설계된 플랫폼

Dell EMC Isilon 스토리지 제품군의 최상위 계층은 Isilon F800 올 플래시 스케일 아웃
NAS이다. Dell4에 따르면 F800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용량을 제공한다. F800은 단일
4U 섀시에서 초당 15GB의 집계 처리량으로 최대 250,000 IOPS의 성능을 발휘하며, 전체
252노드 클러스터에서 최대 15.75M IOPS 및 초당 945GB의 성능을 발휘한다.
용량을 살펴보면 Isilon F800은 단일 네임스페이스에서 수십 테라바이트 규모의
스토리지부터 수십 페타바이트까지 중단 없이 확장할 수 있다. Isilon은 최대 85%의
스토리지 효율성과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 요구 사항을 최대 3:1 비율로 줄일 수 있는
중복 제거 및 압축 기술을 제공하여 솔루션의 유효 용량을 증가시킨다.
Isilon F800은 딥 러닝 컴퓨팅 노드의 잘 공급된 상태를 유지한다. 60개의 고성능 SSD와
8개의 40Gbps 이더넷 연결을 갖춘 이 기계는 딥 러닝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동시성으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단순히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Isilon
F800은 Isilon 하이브리드 및 Isilon 아카이브 노드로 계층화하여 페타바이트 확장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EMC Isilon F800 사양: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datasheets/products/storage/h15963-ss-isilon-all-flash.pdf
4 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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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을 통해 PowerEdge C4140, DSS 8440 및 NVIDIA DGX-1과 같은 NVIDIA
Tesla V100 GPU 가속 서버와 Isilon F800의 기능이 결합된 Dell EMC 레퍼런스
아키텍처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 솔루션은 없다.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벤치마크의 경우, ResNet-50 벤치마크에서 GPU 사용률 97%를 기준으로 하여 초당
선형 이미지 성능이 8~72개 GPU로, 최대 72개 GPU를 달성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5.
이러한 벤치마크 수치는 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 성능의 딥 러닝 컴퓨터 중 하나에서
프로세서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만, Dell EMC Isilon F800은 데이터가 완전히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Dell EMC PowerMax: 고성능 블록 스토리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준비 및 운영 추론 도중 실시간 대응 속도를 위해 매우 낮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AI 워크플로의 단계와 특정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알고리듬이 있다.
블록 스토리지 솔루션 중 Dell EMC PowerMax Series는 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 성능의
스토리지 아키텍처 중 하나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PowerMax는 포괄적인 NVMe에 구축되어 170만~1천만 IOPS(각각 PowerMax 2000 및
PowerMax 8000)에서 300ms 미만의 레이턴시를 제공하며 브릭당 최대 13TB의 용량을
제공한다.6
Dell은 오늘날 기업에 배포되는 가장 까다로운 실시간 AI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PowerMax를 제공한다.

EMC 백서. 딥 러닝을 위한 Dell EMC Isilon 및 NVIDIA DGX-1 서버. 2018년 11월.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storage/Dell_EMC_Isilon_and_NVIDIA_DGX_1_servers_for_deep_learning.pdf
5 Dell

EMC PowerMax 스펙 시트: https://korea.emc.com/collateral/data-sheet/h16739- powermax-20008000-ss.pdf
6 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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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전체 스택 딥 러닝
스토리지와 컴퓨팅은 딥 러닝 환경에서 서로 얽혀 있다. 딥 러닝을 위해 효과적으로
설계된 인프라스트럭처는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통해 균형, 상호 운용성,
성능 및 유연성을 제공한다. 구현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모든 배포와 각 환경은 조금씩 다르다.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워크로드를 배포하는 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 단계마다 다른
데이터 액세스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팅 솔루션도 필요하다. AI 실무자는 베어 메탈 서버,
가상 머신 또는 Docker와 유사한 컨테이너에서도 워크로드를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Dell EMC는 단순히 개별 요소를 딥 러닝 인프라스트럭처에 제공하는 것 외에도 IT
실무자가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ell EMC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결합한 Ready Solutions 및 RA(Reference Architecture)를
통해 아키텍처 관련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고 배포 시간을 단축한다. Dell EMC는 기업이
데이터 분석 및 AI 솔루션을 확장하고 특정 워크로드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 구성 지침을 제공한다.
Ready Solutions와 RA는 적절한 규모의 Dell PowerEdge 서버와 Dell EMC 네트워크
스위치, Isilon 스토리지 및 솔루션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스택을 결합한다. Ready
Solutions는 AI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도록 최적화되고 검증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스택으로서 새로운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6~12개월이나 단축시킨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AI에 추가적인 성능과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Dell
Technologies 컨설팅, 지원, 자금 조달 및 구축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함께
작동하여 원활한 솔루션 구축을 보장한다.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Dell의 고객 및 솔루션 파트너를 대상으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친
스택이다. Ready Solutions는 Dell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지만, RA는 IT 실무자가 Dell
Technologies의 검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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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 가능한 Ready Solutions 및
유형
Ready
Solutions for
AI

레퍼런스 아키텍처 예시

솔루션

딥 러닝을 위한 Dell EMC Isilon 및
NVIDIA DGX-1

핵심 요소
Isilon H600
PowerEdge R740xd
PowerEdge C6420
Isilon F800
PowerEdge R740xd
PowerEdge C4140
Isilon H500/H600
PowerEdge R640
Isilon F800
NVIDIA DGX-1

딥 러닝을 위한 Dell EMC Isilon 및
PowerEdge C4140

Isilon F800
PowerEdge C4140

NVIDIA

딥 러닝을 위한 Dell EMC Isilon 및 DSS
8440
알고리듬 거래를 위한 Dell EMC Isilon

Isilon F800
DSS 8440

NVIDIA

Isilon F800
PowerEdge R940

인텔

인텔 기반 딥 러닝
NVIDIA 기반 딥 러닝
Hadoop 기반 머신 러닝

AI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및 PowerEdge R940

주요 파트너
인텔
NVIDIA

Hortonworks
NVIDIA

출처: Moor Insights & Strategy

결론
데이터는 많은 조직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차별화되는 자산이 되었다. AI 기술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을 쌓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공 지능은 머신 러닝이든 딥 러닝이든 IT 조직이 데이터 및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고, 분석의 복잡성이 다르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르다. 가속 컴퓨팅 노드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Dell EMC Isilon을 기반으로 하는 AI 솔루션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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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솔루션을 구축하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요구를
이해하는 기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해당 환경을 이용하는 IT 실무자의 고충을
덜어주는 데 필요한 폭넓은 대상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Dell EMC는 이러한 파트너의 좋은 예다. 딥 러닝은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하며, Dell
EMC는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 및 엣지 네트워크의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 중 하나이다. 폭넓은 Dell EMC AI 포트폴리오는
이에 대한 차별화된 포지셔닝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상의 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ell EMC는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광범위한 스토리지
포트폴리오와 AI를 통한 성공에 최적화된 서비스 및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Dell EMC 전용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dellemc.com/ko-kr/solutions/artificial-intelligenc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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