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인공 지능 워크스테이션 활용 사례

초기 계획 및 데이터 처리에서 프로토타입 및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AI 이니셔티브를 지원하
는 균형 잡힌 성능을 누려 보십시오.

개발과 교육을 뛰어넘어, 추론은 AI가 업무를 수
행하는 부분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 병렬로 추
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육
된 모델을 자신 있게 배포하면서 가장 까다로
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십시오.

팀이 충분한 능력을 갖춰 탑재된 시스템에 상관
없이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교육하게 하십시오.

머신  러닝  알고리듬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여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보십시오.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워크스테이션 성능으로 AI 이니셔티브를 언제 
어디서나  이니셔티브가  발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보십시오.

모바일 데이터 과학자

AI 운영

데이터 및 AI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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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은 자유롭게, 그리고 일정에 맞게 인공 지능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급 툴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추천 솔루션

A.  Dell Precision 7920 타워 워크스테이션

(NVIDIA RTX™ Pro 그래픽 및 인텔 제온® 

프로세서 탑재)

B.  Dell Precision 5820 타워 워크스테이션

(NVIDIA RTX™ Pro 그래픽 및 인텔 제온® 

프로세서 탑재)

C. 인텔® 또는 NVIDIA의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

트웨어*

D. De l l  U l traSharp 40 커브드  모니터  –

U4021QW

E.  De l l  U l traSharp 27 USB-C 모니터  – 

U2719DC

F.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방대한 데이터와 AI 성능

Dell Precision 타워 워크스테이션은 분석과 

AI 이니셔티브를 위한 탁월한 확장성과 성능
을 제공합니다. Dell은 데이터 과학자에게 업
계 최신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최적
화된 포괄적인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
다. 이 솔루션에는 쉽게 다운로드하고 설치
할 수 있는 Dell Precision DSW(Data Science 

Workstation)에서 검증된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과학자
가장 복잡한 데이터 사이언스 이니셔티브와 까다로운 일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반복하고 실험하여 인공 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이니셔티브를 마스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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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데이터 과학자
집에서든 밖에서든 가장 복잡한 데이터 및 인공 지능 이니셔티브를 자유롭게 처리해 보십시오.

추천 솔루션†

A. Dell Precision 7560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B. Dell Precision 7760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C. Del l  UltraSharp 40 커브드  모니터  – 

U4021QW 

D.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E. Dell Thunderbolt™ Dock – WD19TB

F. NVIDIA 또는 인텔의 데이터 사이언스 소

프트웨어

까다로운 데이터 사이언스 및 인공 지능 워크플로를 위한 최대 성능과 휴대 
가능한 유연성을 확보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데이터 사이
언스 프로젝트의 기한 엄수

아직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씨름하고 있든, 대
규모 데이터 세트 교육에서 고전하고 있든, 이
미 교육된 모델로 추론할 준비를 마쳤든, Dell 

Precision 7000 Series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컴퓨팅 및 데이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
는 거의 모든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함께 빠르게 실험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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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스를 통한 개발

새로운 서비스를 처음부터 구축하든지, 오래
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든지, 다음 릴리스
에서는 인공 지능을 어떤 형태로든 통합해야 

합니다. Dell Precision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
스테이션은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거
나 복잡한 관련 알고리듬을 교육하는 등 새로
운 개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므로 완료된 작업을 일정보다 

먼저 민첩하게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AI 개발자
가장 야심 찬 AI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워크스테이션으로 보다 지능적인 시스템

을 개발해 보십시오.

추천 솔루션†

A. Dell Precision 5820 타워 워크스테이션

B. Dell Precision 7000 Series 모바일 워크

스테이션

C. Dell UltraSharp 40 커브드 모니터 – 

U4021QW

D. Dell Thunderbolt™ Dock – WD19TBS

E.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F. NVIDIA 또는 인텔의 데이터 사이언스 소

프트웨어

일정보다 먼저 민첩하게 AI 이니셔티브를 개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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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운영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까다로운 워크플로에 AI 역량을 추가하여 

AI로 작업을 수행해 보십시오.

까다로운 워크스테이션 작업에 인공 지능의 강점을 통합해 보십시오.

AI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AI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듦에 따
라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할 까다로운 작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해당 시
스템에 AI 알고리듬이 통합된다는 사실을 알
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
전 교육(추론)되어 배포되지만, 추가 컴퓨팅 

성능을 비롯해 종종 GPU 가속기나 DLBoost 

기능이 탑재된 인텔 프로세서 등 새로운 유형
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Dell Precision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스테이션
은 AI에서 제공된 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
시하여 까다로운 분할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민첩성을 제공하면서 전문 애플리
케이션을 위한 믿음직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추천 솔루션†

A. Dell Precision 3000 Series 타워 또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B. Dell UltraSharp 49 커브드 모니터 – 

U4919DW 

C. Dell Thunderbolt™ Dock – WD19TBS 

D.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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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가장 강력한 AI 워크스테이션을 갖추면서 이미 즐겨 사용하는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게 하십시오.

데이터 및 AI 팀
팀에 권한을 부여하여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및 AI 이니셔티브 유

연성을 전달하게 하십시오.

추천 솔루션†

A. 원격 솔루션용 Dell Precision 7920 랙 

워크스테이션 및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B. Dell Thunderbolt™ Dock – WD19TBS

C. Dell UltraSharp 49 커브드 모니터 – 

U4919DW

D. NVIDIA 또는 인텔의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안심하고 원격 개발

공유 워크스테이션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얇고 가벼운 시스템을 가지고 다니는 것
을 선호하는 직원도 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실행되는 운영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있으며, 시스템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모델 교육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
는 직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Precision 7920 랙
은 그 모든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Precision 7920 랙 워크스테이션은 최고 수준
의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며 팀에서 쉽
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탁월한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성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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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NVIDIA 또는 인텔의 가속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로 쉬운 설치와 뛰어난 성능을 누려 보십시오.

신속한 AI 시작. 더 빠른 AI 실행.

Dell Precision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스테이션 

구성을 선택하여 AI 소프트웨어 배포와 일반
적으로 관련된 번거로움, 테스트, 문제, 추측
을 없애 보십시오. 이 시스템은 인텔, NVIDIA, 
Microsoft, Canonical Ltd, Dell Technologies
의 협업을 통해 검증되고 최적화되어 AI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비용 걱정 없이 가속
된 성능 및 생산성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Dell Precision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스테이션

은 Microsoft Windows 또는 Ubuntu Linux가 
사전 설치되고 NVIDIA 또는 인텔의 최신 데
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검
증된 상태로 출시됩니다. 또한 Dell은 최신 데
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대한 문
서, 모범 사례, 링크를 제공하여 데이터 사이
언스나 Linux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
게 시작하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인공 지능 작업에 필수적인 ECC 메모리는 데이터 
오염이나 시스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단일 비트 메모리 오류까지 탐
지하고 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인텔® 제온® 
CPU와 ECC 지원 마더보드 및 RAM이 필요합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기존 워크로드와 동일한 하드웨
어에서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수행하면서 최대 14배 가속된 추론으
로 더 빠르게 통찰력을 실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AI 프레임
워크(PyTorch, TensorFlow, MXNet, PaddlePaddle, Caffe)에 최적화된 
DLBoost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추천 엔진 등의 AI 워크
로드에 적합합니다.

ECC(ERROR 
CORRECTING CODE) 
메모리

DLBOOST(DEEP 
LEARNING BOOST)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탑재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processors/xeon/the-value-of-ecc-memory-for-servers.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processors/xeon/the-value-of-ecc-memory-for-servers.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processors/xeon/the-value-of-ecc-memory-for-servers.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tificial-intelligence/deep-learning-boost.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tificial-intelligence/deep-learning-boost.html


Dell 전문가용 툴로 더욱 스마트하고 빠른 
경험 보장

Dell의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스테이션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ell.com/dellprecisiondsw에서 확인하십시오.
 AI 워크스테이션 솔루션: Delltechnologies.com/ko-kr/ai-technologies/index.html

http://www.dell.com/dellprecisiondsw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ai-technolog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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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따라 일부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