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루션 개요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
인공 지능 및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를 
통한 데이터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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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인공 지능 및 고성능 스토리지를 통한 데이터 가치 창출
데이터 기반 시대는 산업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고 미래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점점 더 다양한 소스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일입니다 . 생명을 구하고 우주를 이해하며, 더 나은 기계를 
제작하고 금융 위험을 무력화하거나 고객 정서를 예측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로부터 얻는 정보와 데이터가 이끄는 결론이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Data Analytics,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및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입니다 . Data Analytics, HPC 및 AI는 
오랫동안 별도의 기술로 취급되었지만, 업계에서 Data Analytics 및 AI를 본질적으로  
HPC가 제공하는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세 가지가 융합되고 있습니다 .

고급 컴퓨팅 기술의 융합은 검색 속도를 가속화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중요한 검색을 수행하여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Dell Technologies
전문 지식 및 지침
Data Analytics, HPC 및 AI에 관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어 고객 팀이 새로운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솔루션 스택을 설계, 구축 및 관리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AI가 최신 IT 동향처럼 보일 수 있지만, Dell Technologies는 검증된 제품과 솔루션 및 전문 
지식으로 10년 넘게 첨단 컴퓨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Dell Technologies는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튜닝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전념하는 Data Analytics, HPC 및 AI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오늘날 시장의 이점은 데이터 기반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갑니다 . 많은 조직에서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는 경쟁 우위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 최적화된 HPC 솔루션은 
고급 Data Analytics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로 인해 발생하는 빠른 데이터 증가와 
워크로드 수요 증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처리량 및 용량을 제공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는 귀중한 리소스를 절약하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HPC 워크로드에 대해 엔지니어링 테스트와 검증을 마쳤습니다 .

고객의 환경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Dell Technologies는 첨단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Data Analytics 및 AI 구축을 지원합니다 .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다년간의 경험, 
선별된 기술과 서비스 파트너 협력 체계를 갖춘 Dell Technologies는 복잡성을 줄이고 Data 
Analytics, HPC 및 AI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워크스테이션,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314엑사바이트
2020년까지 예상되는 의료 데이터1

99%
AI와 HPC를 이용한 열대성 사이클론, 
기상 전선 및 대기의 강 확인2

" 요구 사항을 제시하자  
Dell EMC 담당자가  
우리 요구 사항에 따라 
정확히 필요한 것을  
개발해 주었습니다 ."3

— Thomas McCauley, 
Caterpillar® Autonomous 

Mining Program, 
Engineering Manager

1  Dell EMC ebook, "Mak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healthcare a reality," 2018년 2월 .

2  Earth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A Game Changer for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2018년 6월 .

3  Dell EMC 사례 연구, "Autonomous Mining," 2017년 8월 .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2018-Dell-EMC-Healthcare-eReference-Book.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2018-Dell-EMC-Healthcare-eReference-Book.pdf
http://
http://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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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고객이 직면한 HPC 스토리지 관련 당면 과제
"HPC 스토리지 솔루션은 계획하고 구축하기가 복잡합니다."
처리 성능과 확장성이 뛰어난 HPC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전문가의 철저한 
계획과 복잡한 구성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게다가 여러 공급업체를 통해 HPC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매, 구축 및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는 Dell EMC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 각 시스템은 Dell Technologies HPC & AI Innovation Lab의  
엔지니어링 개발 및 튜닝 결과에 따라 구성되므로 세부적인 성능, 사이징 특성 및 모범 
사례가 반영된 스토리지 솔루션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는 특별한 교육이나 전문 지식 없이도 HPC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환경을 단순화하므로 HPC 
스토리지를 유지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이처럼 문제없이 HPC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연구원,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HPC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핵심 비즈니스 추진 과제와 전략적 연구 추진 과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중요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안정적이고 안전한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는 추측을 배제한 정확한 구성으로 상호 운용성 
문제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합니다 . Dell EMC PowerEdge 서버, PowerSwitch 네트워킹 
및 PowerVault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중화됩니다 . Dell Technologies 
엔지니어와 업계 전문가가 HPC 고객 및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HPC & AI Innovation 
Lab에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 그런 다음 엔지니어링 팀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고객의 
워크로드에 맞춰 시스템을 철저하게 테스트 및 튜닝합니다 . 그 결과 가용성이 높고 
완벽하게 이중화된 스토리지가 구축됩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용량과 성능을 확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를 활용하면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대폭 절감하면서 고객의 용량 및 성능 요구 사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우선, Dell EMC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리소스가 대규모 HPC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 다음으로, 튜닝 및 테스트를 거친 솔루션으로 HPC 
스토리지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 거의 모든 Linux® 배포판에 경제적인 
NFS(Network File System)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매 비용이 절감됩니다 . 
간편하게 구성하고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으므로 운영 비용도 절감됩니다 . Lustre®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 모니터링 및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관리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ixStor™는 인지 및 정책 기반 자동화를 통해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데이터 보존 비용을 낮춥니다 . BeeGFS™는 별도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PC 스토리지 문제 해결
The University of Cambridge Research Computing Service는 Lustre 파일 시스템의 
Dell Data Accelerator(DAC) 및 Distributed Name Space(DNE) 기능을 활용하여 
최고의 입출력 성능을 위해 Cumulus 클러스터를 최적화합니다 . 책임자인  
Dr . Paul Calleja에 따르면, 이러한 최적화 작업은 스토리지 성능에서 큰 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

>300억 달러
매일 세계 기상 정보 요청4

30% 증가
HPC와 AI의 분석 정보를 통해 땅을 
준비하고 비료를 뿌리고 적시에 
파종함으로써 수확량 증가5

4  AccuWeather, "AccuWeather Exceeds Record 
Milestone in Big Data Demand, Answering More 
than 30 Billion Requests Daily," 2017년 10월 .

5  Earth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A Game Changer for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2018년 6월 .

https://www.dellemc.com/solutions/high-performance-computing/HPC-AI-Innovation-Lab.htm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customer-profiles-case-studies/products/servers/cambridge_case_study.pdf
https://www.vi4io.org/io500/start?fields=information__system,information__institution,information__storage_vendor,information__filesystem_type,information__client_nodes,information__client_total_procs,io500__score,io500__bw,io500__md,information__data&equation=&sort_asc=false&sort_by=io500__score&radarmax=6&query=
https://www.accuweather.com/en/press/69804747
https://www.accuweather.com/en/press/69804747
https://www.accuweather.com/en/press/69804747
https://blogs.ei.columbia.edu/2018/06/05/artificial-intelligence-climate-environment/
https://blogs.ei.columbia.edu/2018/06/05/artificial-intelligence-climate-environment/
https://blogs.ei.columbia.edu/2018/06/05/artificial-intelligence-climate-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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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는 Dell Technologies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 HPC & AI Innovation Lab 엔지니어는 성능 특성화, 
튜닝 및 모범 사례에 따라 각 설계를 개발 및 튜닝하여 설치를 간소화하고 더 빠르게 
성과를 실현해 줍니다 .

편의성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는 특별한 교육이나 전문 지식 없이도 HPC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환경을 단순화하므로 스토리지를 유지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이처럼 문제없이 HPC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HPC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핵심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와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는 추측을 배제한 정확한 구성으로 상호 운용성 
문제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합니다 . Dell EMC PowerEdge 서버와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중화됩니다 . 그 결과 가용성이 높고 완벽하게 이중화된 스토리지가 
구축됩니다 . Dell Technologies Service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지원하므로,  
단일 창구 솔루션 지원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효율성
테스트를 거쳐 튜닝된 솔루션을 사용하면 HPC 스토리지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OpenManage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NFS는 Linux 배포판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간편하게 구성하고 
구축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으므로 복잡성이 감소하고 운영 비용도 절감됩니다 . PixStor는  
인지 및 정책 기반 자동화를 통해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데이터 보존 비용을 낮춥니다 . 
BeeGFS는 별도 설정 없이 간편하게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신뢰성

효율성

Ready Solutions for HPC Storage에서 Linux NFS, Lustre, PixStor, BeeGFS의 네 가지 
검증된 엔지니어링 설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설계는 HPC 스토리지 
시스템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면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이러한 솔루션 모두에 Dell EMC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구성은 다르며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NFS는 Linux와 함께 제공됩니다 . Lustre는 오픈 소스입니다 .  
PixStor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BeeGFS는 
효율성을 위해 간소화하고 효율화합니다 . 

HPC NFS Storage는 우수한 성능을 갖춘,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관리하기 쉬운 
솔루션입니다 .

HPC Lustre Storage HPC PixStor Storage HPC BeeGFS Storage

Lustre는 성능 저하 없이 
최고의 확장성을 제공하며, 
성능 또는 용량 저하 
없이 워크로드에 맞춰 
효율적으로 스케일을 
업/다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PixStor는 용량과 성능을 
확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토리지 계층 및 유형의 
기능과 비용에 데이터 
가치를 맞춥니다 .

입출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위한 BeeGFS는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곧바로 사용 가능하므로 
같은 네임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DNE를 통해 경험한  
이 솔루션의 IOPS 성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 . .  
이제는 오류나 결정적인 
동작 없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고성능을 
발휘하므로, HPC 스토리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 Dr . Paul Calleja, 
University of Cambridge, 

Director Research 
Computing Services

6  Dell EMC 사례 연구, "UK Science Cloud,"  
2018년 11월 .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customer-profiles-case-studies/products/servers/cambridge_case_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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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olutions for HPC NFS Storage
입출력 요구 사항이 낮은 고객에게 적합한 확장성과 성능이 뛰어난 합리적 가격의 대용량 
HPC 스토리지
NFS는 간편하고 오랜 기간 검증된 기술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Linux 배포판에 표준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HPC 클러스터에 NF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지 
솔루션이 널리 사용됩니다 . 입출력 요구 사항이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NFS 스토리지는 특정 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고 관리하기 쉬우면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됩니다 . 입출력 요구 사항이 높은 클러스터에서 
NFS는 홈 디렉토리,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장기간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등 보조 스토리지 저장소로 매우 적합합니다 .

단일 구성 단위의 사양

서버

서버 PowerEdge R740 2개

프로세서 인텔® 제온® Gold 6240 2개, 프로세서당 18개 코어

메모리 서버당 16GB 2933MT/s RDIMM 12개

로컬 디스크 및  
RAID 컨트롤러

PowerEdge RAID(PERC) H730P(300GB 15K SAS 하드 
드라이브 5개 포함)

외부 스토리지 컨트롤러 서버당 12Gbps SAS HBA 2개

네트워킹

네트워크 연결 선택 사항:
• Dell EMC 10Gb 이더넷
• Mellanox® ConnectX®‑5 InfiniBand® EDR

스토리지

스토리지 시스템 PowerVault ME4084 1개
최대 768TB의 지원되는 가용 스토리지 용량(Red Hat® 
표준에서 지원하는 제한보다 50% 이상 높음)
4TB, 8TB, 10TB 또는 12TB NL SAS 하드 드라이브 84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7 .6

Cluster Suite RHEL 7 .6의 Red Hat Cluster Suite

파일 시스템 Red Hat XFS(Scalable File System)

시스템 관리 iDRAC9(Integrated Dell Remote Access Controller 9)
OpenManage

Ready Solution for HPC
Dell Technologies의 모듈형 HPC 솔루션으로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십시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Life Sciences

약물 설계, 암 연구, 농업, 바이오 연료, 과학 수사 등 다양한 생명 과학 분야에서 높은 
처리 성능을 제공하고 결과를 빠르게 실현하도록 설계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Digital Manufacturing

유연한 빌딩 블록 방식으로, 구조 분석과 전산 유체 역학을 비롯한 컴퓨터 보조 
엔지니어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용 HPC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Dell EMC Ready Solutions for HPC Research

연구 센터에서 과학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워크로드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HPC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offering-overview-documents/ready-bundle-for-hpc-life-sciences-solution-overview.pdf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offering-overview-documents/ready-bundle-for-hpc-digital-mftg-solution-overview.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offering-overview-documents/ready-bundle-for-hpc-research-solution-overvi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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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rchitectures for HPC Lustre Storage
확장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고성능 HPC
오늘날의 HPC 워크로드를 처리하려면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고 독보적인 수준의 입출력 
성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 Dell EMC Ready Architectures 
for HPC Lustre Storage를 활용하면 성능이나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워크로드에 맞춰 
효율적으로 확장 및 축소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Dell EMC 시스템에서  
간소화된 설치, 구성 및 관리 기능을 통해 Lustre의 성능과 확장성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사양

서버

서버 관리 서버(IML): PowerEdge R640 1개
Lustre MDS(Metadata Server): PowerEdge R740 2개
Lustre OSS(Object Storage Server): PowerEdge R740 2개

프로세서 IML: 서버당 인텔 제온 Gold 5218 2개, 16개 코어
MDS 및 OSS: 서버당 인텔 제온 Gold 6230 2개, 20개 코어

메모리 IML: 8GiB 2993MT/s RDIMM 12개
MDS 및 OSS: 서버당 32GiB 2933MT/s RDIMM 12개

로컬 디스크 및  
RAID 컨트롤러

IML: PERC H740P 통합 RAID, 8GB NV 캐시, RAID10으로 
구성된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300GB 15K SAS 하드 드라이브
(HDD) 6개 및 IML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MDS 및 OSS: PERC H330+ 통합 RAID, RAID1로 구성된 
300GB 15K SAS HDD 2개(OS용)

네트워킹

네트워크 연결 선택 사항:
•  인텔 Omni‑Path 기반의 Dell EMC H‑Series

• Mellanox InfiniBand EDR 10/40GbE

스토리지

OST(Object storage 
target) 스토리지 어레이

이중 SAS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PowerVault ME4084 또는 
ME4024 1개, 2개, 4개

OST용 드라이브 ME4084 케이스에 4TB, 8TB, 10TB 또는 12TB 드라이브가 
있는 3 .5" 7 .2K RPM NL(Near‑Line) SAS 84개, 168개, 336개 
(최대 가용 Lustre 용량은 12TB 드라이브 336개일 때 2766TiB)

MDT(Metadata Target) 
스토리지 어레이

이중 SAS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PowerVault ME4024 1개

MDT용 드라이브 960GB SAS SSD 12개 또는 24개

외부 스토리지 컨트롤러 OSS: 대규모 구성의 경우 SAS 12Gbps HBA 4개, 중소규모 
구성의 경우 2개
MDS: SAS 12Gbps HBA 2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CentOS® 7 .6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Lustre Community Edition — Whamcloud®

시스템 관리 iDRAC9 Enterprise
OpenManage

Ready Solutions는  
엔지니어링 검증된  
솔루션이며 Dell EMC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솔루션은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Ready Architectures는 
엔지니어링 검증된 설계입니다 . 
Dell EMC에서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지원하지만, 일부 
소프트웨어는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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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rchitectures for HPC Lustre Storage 사이징 유연성
Dell EMC Ready Architectures for HPC Lustre Storage는 4TB, 8TB, 10TB 및 12TB의 HDD를 확장 가능한 구성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시스템에는 아래 그래픽에 표시되지 않는 PowerEdge R640 관리 서버가 하나 필요합니다 . MDS(Metadata Server)는 2개의 
PowerEdge R740으로 구성됩니다 . 메타데이터 스토리지는 1개의 PowerVault ME4024으로 구성됩니다 . OSS(Object Storage Server)는  
2개의 PowerEdge R740로 구성됩니다 .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완전히 채워진 PowerVault ME4084를 추가하여 모듈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소형, 중형 및 대형 기본 구성을 생성하여 확장됩니다 .

Base Configuration

Throughput (GB/s)

(MDS)

(OSS)

C
ap

ac
ity

 (T
B

)

S

M

L

L+S

L+M

2*L

Scaled Configuration

아래의 총 랙 유닛(총 U)은 필수 PowerEdge R640 관리 서버, 2개의 네트워킹 스위치 및 2개의 PowerVault ME4084 스토리지와 함께 
메타데이터 서버, 메타데이터 스토리지, 오브젝트 저장소 서버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포함된 솔루션 크기를 나타냅니다 .

총 U, ME4084 개수 18U, 1 23U, 2 33U, 4 42U, 5 47U, 6 58U, 8

예상 가용 공간 
4TB/8TB/10TB/12TB 
(완전히 채워진 케이스 
포함)1

(7.2K RPM NL SAS HDD)

231TiB

461TiB

576TiB

691TiB

461TiB

922TiB

1152TiB

1383TiB

922TiB

1844TiB

2305TiB

2766TiB

1153TiB

2305TiB

2881TiB

3458TiB

1383TiB

2766TiB

3458TiB

4149TiB

1844TiB

3688TiB

4610TiB

5532TiB

최대 읽기 성능 4 ≈ 5 .6GB/s ≈ 11 .3GB/s ≈ 22 .56GB/s ≈ 28 .2GB/s ≈ 33 .8GB/s ≈ 45 .1GB/s

최대 쓰기 성능 4 ≈ 5 .3GB/s ≈ 10 .6GB/s ≈ 21 .27GB/s ≈ 26 .6GB/s ≈ 31 .9GB/s ≈ 42 .5GB/s

지속적인 성능 2, 4 ≈ 5GB/s ≈ 10GB/s ≈ 20GB/s ≈ 25GB/s ≈ 30GB/s ≈ 40GB/s

1 Lustre 예상 가용 공간(TiB) ≈ 0.99 * 어레이 수 * 80 * 0.8 * HDD 크기(TB) * 10^12/2^40

2 읽기 및 쓰기를 위한 이 솔루션의 지속적인 성능(최대 성능 도달 후에도 긴 시간/스레드 수 동안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태)은 매우 유사합니다. 

3 L+S 구성은 데이터 센터 전력 및 중량 제한에 따라 42U 랙당 최대 성능과 집적도를 나타냅니다. 

4 L 구성의 성능이 측정됩니다. 나머지 구성의 성능 수치는 L 구성에 기반한 추정/확장값입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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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olutions for HPC PixStor Storage
데이터 계층화 및 간소화된 관리 기능을 갖춘 고성능 확장형 병렬 파일 시스템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제공하려면 보안, 신뢰성, 고성능을 통해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증가를 처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 PixStor는 여러 서버의 데이터에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제공하는 고성능 
공유 디스크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 NFS, SMB, S3, Rest를 비롯한 여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스토리지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원활한 스토리지 확장, 고급 검색 및 분석, 계층화 및 
통합 관리를 지원합니다 .

사양

서버

서버 관리: PowerEdge R440 1개, 대규모 구성의 경우 2개
게이트웨이: PowerEdge R740 1개 또는 필요한 만큼
까다로운 메타데이터 서버 노드(옵션): (MD): 
대규모 구성의 경우 PowerEdge R740 2개
SN(Storage Node): PowerEdge R740 2개

프로세서 관리: 인텔 제온 Gold 5220 2개
게이트웨이, MD 및 SN: 인텔 제온 Gold 6230 2개

메모리 관리: 16GB DDR4 2666MT/s DIMM 192GB 12개
게이트웨이 MD 및 SN: 16GB DDR4 2933MT/s DIMM 192GB 12개

로컬 디스크 RAID1에 240GB SSD 3개(OS + 핫 스페어용)
관리 전용: RAID5에 480GB SSD 5개(분석 및 모니터링용)

InfiniBand HCA  
(슬롯 8)

MD 및 SN당 Mellanox ConnectX-5 EDR 듀얼 포트 카드 2개
옵션 게이트웨이 포함 시 3개

외장형 스토리지  
HBA 어댑터

각 MD 서버에 SAS 12Gbps HBA 2~4개 
각 SN에 SAS 12Gbps HBA 2~4개 
대규모 구성의 경우 4개, 중소규모 표준 구성의 경우 2개

네트워킹

InfiniBand 스위치 Mellanox SB7800 2개

관리 스위치 PowerSwitch S3048-ON

스토리지

까다로운 메타데이터 스토리지(옵션) 구성

스토리지 케이스 PowerVault ME4024 최대 4개(SAS 12Gbps 컨트롤러 2개 포함)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ME4024 인클로저당 960GB SAS3 SSD 24개, RAID1 LUN 12개 
(옵션 480GB, 960GB, 1 .92TB, 3 .84TB)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성

스토리지 케이스 PowerVault ME4084 1개, 2개 또는 4개(SAS 12Gbps 컨트롤러 2개 포함)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RAID6 LUN 8개에 12TB 3 .5" NL SAS3 HDD 드라이브 80개 
옵션: 900GB @15K, 1 .2TB @10K, 1 .8TB @10K, 2 .4TB @10K, 
4TB NLS, 8TB NLS, 10TB NLS, 12TB NLS
표준 구성의 메타데이터에 대해 1 .92TB 또는 3 .84TB SAS3 SSD 4개
까다로운 메타데이터 구성(옵션)에 대해 RAID1 2개 또는 핫 스페어 4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CentOS 7 .6

파일 시스템 PixStor 5 .1 .0 .0

시스템 관리 iDRAC9 Enterprise
Open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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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olutions for HPC BeeGFS Storage
입출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위한 고성능 및 사용 편의성
입출력 집약적인 워크로드가 HPC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BeeGFS가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 BeeGFS는  
성능이 중요한 환경에서 입출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관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오픈 소스 병렬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입니다 . 

스토리지 및 컴퓨팅을 위해 서버를 사용하는 컨버지드 시스템을 비롯하여 설치 편의성, 대규모 확장성, 
견고성 및 탁월한 유연성을 갖춘 BeeGFS를 선택하십시오 . BeeGFS가 사용자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투명하게 
분산시킵니다 . 시스템에서 간단히 서버 및 디스크 수를 늘려 파일 시스템 성능 및 용량을 원하는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BeeGFS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 구성

서버

서버 관리 서버(Mgmt .): PowerEdge R640 1개
MDS(Metadata Server) 및 SS(Storage Server):  
PowerEdge R740xd 6개(한 서버에 12개 드라이브는 메타데이터 전용)

프로세서 Mgmt: 서버당 인텔 제온 Gold 5218 2개, 16개 코어
MDS 및 SS: 인텔 제온 Platinum 8268 2개, 24개 코어

메모리 Mgmt: 8GB 2666MT/s RDIMM 12개
MDS 및 SS: 서버당 32GB 2933MT/s RDIMM 12개

로컬 디스크 및  
RAID 컨트롤러

Mgmt: PERC H740P 통합 RAID, 8GB NV 캐시, RAID10으로 구성된 300GB 15K 
SAS 하드 드라이브(HDD) 6개 

MDS 및 SS:  소프트웨어 RAID, 인텔 1 .6TB, NVMe Mixed Use Express Flash 24개, 
2 .5" P4600 드라이브, OS를 위해 RAID1에 240GB M .2 SATA SSD 2개가 있는 
BOSS 카드

InfiniBand HPCA 
(슬롯 1 및 8)

MDS 및 SS당 Mellanox ConnectX‑5 EDR 카드 2개

네트워킹

InfiniBand 스위치 Mellanox SB7890 1개

관리 스위치 PowerSwitch S3048‑ON 1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CentOS 7 .6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BeeGFS v7 .1 .3

시스템 관리 iDRAC9 Enterprise
OpenManage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는 호주에 있는 
자사 2PB 올-NVMe 스토리지에 BeeGFS 파일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NVMe 스토리지 시스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9

7  PacificTeck 사례 연구, CSIRO, 2018년 12월 .

http://www.pacificteck.com/?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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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GFS 대용량 스토리지 솔루션 사양

서버 구성

서버 관리 서버(Mgmt .): PowerEdge R640 1개
MDS(Metadata Server): PowerEdge R740 2개
SS(Storage Server): PowerEdge R740 2개

프로세서 Mgmt: 인텔 제온 Gold 5218 2개, 16개 코어 
MDS 및 SS: 인텔 제온 Gold 6230 2개, 20개 코어 

메모리 Mgmt: 8GB 2666MT/s RDIMM 12개
MDS 및 SS: 서버당 32GB 2933MT/s RDIMM 12개

로컬 디스크 및  
RAID 컨트롤러

Mgmt: PERC H740P 통합 RAID, 8GB NV 캐시 
RAID10으로 구성된 300GB 15K SAS HDD(Hard Drive) 6개 
MDS 및 SS: PERC H330+ 통합 RAID, RAID1로 구성된 300GB 15K SAS HDD 2개
(OS용)

InfiniBand HCA 
(슬롯 8)

MDS 및 SS당 Mellanox ConnectX‑5 EDR 카드 1개

네트워킹

InfiniBand 스위치 Mellanox SB7890 1개

관리 스위치 PowerSwitch S3048‑ON 1개

스토리지

메타데이터 스토리지 구성

스토리지 케이스 이중 SAS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PowerVault ME4024 1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960GB SAS3 SSD 24개, 2개 드라이브의 RAID1 디스크 그룹 12개

데이터 스토리지 구성

스토리지 케이스 이중 SAS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PowerVault ME4084 1개, 2개 또는 4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4TB, 8TB, 10TB 또는 12TB 드라이브가 장착된 3 .5" 7 .2K RPM NL(near-line) SAS 
84개, 168개 또는 336개
각 어레이에는 10개 드라이브(8 + 2)의 RAID6 디스크 그룹 8개와 글로벌 스페어  
4개로 구성된 84개의 HDD가 있음
최대 가용 용량은 336개의 12TB 드라이브를 통한 2766TiB이며 물리적 용량은 
3667TiB(4032TB)

외부 스토리지 
컨트롤러

SS: 대규모 구성의 경우 SAS 12Gbps HBA 4개, 중소규모 구성의 경우 2개
MDS: SAS 12Gbps HBA 2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CentOS 7 .7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BeeGFS v7 .2

시스템 관리 iDRAC9 Enterprise
Open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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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금융 지원
Dell Technologies는 모든 단계에서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을 연계하여 혁신을 앞당기고 
최적의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Big Data Vision Workshop은 비즈니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빅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Dell Technologies는 구축의 타당성과 비즈니스 가치를 가장 
잘 충족하는 단일 활용 사례를 파악하고 최우선으로 구현하는 고유한 방법론을 
활용합니다 . 3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방법론에서는 조사, 인터뷰, 데이터 과학 전문 
지식 및 기법을 조직에 적용합니다 . 마지막에는 하루 일정의 워크샵을 통해 활용 
사례와 경로를 찾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 이와 같은 Dell Technologies의 접근 방식은 
다른 여러 공급업체에서 강요하는 "일단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과 차별화됩니다 .

• Consulting Services는 공인 전문가를 통해 첨단 컴퓨팅의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 이 서비스에는 진단, 워크샵, 테스트, PoC(Proof 
of Concept) 및 운영 환경 구축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 전문가로부터 조직에서 첨단 
컴퓨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각 
단계에서 전문 지식을 전달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팀을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Education Services는 자기 주도형 온라인 실습과 강의식 워크샵을 통해 데이터 과학 
및 첨단 분석 영역의 교육 과정과 인증을 제공합니다 .

• Deployment 전문가들은 Data Analytics, HPC 및 AI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지식 및 모범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Dell Technologies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

• Support 전문가들은 24x7 포괄적인 하드웨어 지원 및 협업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ProSupport에는 4시간 및 8시간 부품 및 인력 대응 옵션의 익일(영업일 기준) 현장 
서비스와 고객이 정하는 심각도 수준을 기준으로 한 에스컬레이션 관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또한 ProSupport Plus를 선택할 경우 TSM(Technology Service Manager)이  
배정되어 고객의 모든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한 단일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

• HPC 클러스터를 구축한 후에는 전체 HPC 솔루션을 사전 예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Remote HPC Cluster Management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

• Services는 소프트웨어 설치/구성/튜닝, 랙 통합, 테스트/벤치마킹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Financial Service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스 및 금융 지원 옵션을 활용해 조직이 자본 
지출, 운영 비용 및 현금 유동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위 있는 HPCwire Editor’s Choice 
Award for Best Use of High 
Performance Data Analytics 수상8

8  HPCwire, "2018 HPCwire Awards – Readers’ 
& Editors’ Choice," 2018년 11월 .

9  Dell EMC 사례 연구, "Inspiring A New Generation of 
Scientists with Large-Scale Compute," 2018년 10월 . 

" 목표는 항상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다음 세대의 과학자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 
Dell EMC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

— Jarrod Hurley,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Professor of 
Astrophysics

http://www.dellemc.com/ko-kr/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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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HPC 및 AI를 위해 Dell Technologie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Dell Technologies는 Data Analytics, HPC 및 AI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
•  경영진 브리핑에 참여하고 비즈니스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
• Customer Solution Centers에는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SME(Subject Matter Expert)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 
• Dell Technologies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훌륭한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 
만약 필요한 내용을 Dell Technologies에서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 Dell Technologies는 개방성을 지향하며 성능 결과를 
게시합니다 .

• Dell Technologies는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워크스테이션에서 슈퍼 컴퓨터에 이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

• Dell Technologies가 이처럼 다양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SA(Solutions 
Architect)는 문제에 대해 천편일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광범위한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갖췄습니다 .

Customer Solution Center
전용 시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Dell Technologies Customer Solution Centers
는 세계적 수준의 IT 전문가가 고객과 협력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심층적인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고객의 성공과 경쟁력 확보를 돕습니다 . 
CSC(Customer Solution Center)는 새로운 기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고 구축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AI 체험 존
AI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Dell Technologies Customer 
Solution Centers 내부의 AI Experience Zone에서 데모를 실행하고, PoC(Proof of Concept) 
및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시도해 보십시오 . Dell EMC 전문가들은 고객이 최신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첨단 컴퓨팅 워크로드에 필요한 정보 및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모범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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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단순한 기술 
공급업체가 아닌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 우리는 전체 
조직에 걸쳐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리더들과 
협업하고 전략을 세우며 
혁신을 추진했고 기존 
운영 환경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솔루션을 
검증했습니다 ."

— Fortune지 선정 전 세계 
500대 기업의 부사장

http://www.dell.com/csc
http://www.dell.com/csc
http://www.dell.com/csc
http://www.dellemc.com/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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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delltechnologies .com/ko-kr/hpc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지역 영업 대표 또는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PC & AI Innovation Lab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Dell Technologies HPC & AI Innovation Lab은 대표적인 혁신 
센터입니다 . 오스틴에 소재한 13,000평방피트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고객은 수천 대의 서버, 
3대의 강력한 슈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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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된 결과
Dell Technologies는 IT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에서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 중인 몇 
가지 분야를 선도하는 업체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 기술 솔루션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1 서버10 
 ∙ #1 Converged Infrastructure 및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11 
 ∙ #1 스토리지12 
 ∙ #1 클라우드 IT 인프라스트럭처13

여기에서 Dell Technologies 주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급 컴퓨팅,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보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또는  
공인 파트너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dellhpc .org에서 HPC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dellemc .com/ko-kr/hpc를 참조하십시오 .

" HPC and AI Innovation 
Lab을 통해 고객은 최신 
Dell EMC 제품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고객들이 자사의 
워크로드를 저희에게 
제시하면 기술을 실제로 
제공하기 전에 솔루션을 
튜닝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

— Garima Kochhar,  
Dell EMC Distinguished 

Engineer

10  IDC WW Quarterly Server Tracker, 
공급업체 매출, 2019년 9월 .

11  IDC WW Quarterly Converged Systems Tracker,  
공급업체 매출, 2019년 9월 .

12  IDC WW Quarterly Enterprise Storage Systems Tracker,  
공급업체 매출, 2019년 9월 .

13  IDC WW Quarterly Cloud IT Infrastructure Tracker,  
공급업체 매출, 2019년 9월 . 

http://dellemc.com/ko-kr/hpc
http://www.dell.com/ko-kr/work/learn/high-performance-computing#Overview
https://corporate.delltechnologies.com/content/dam/delltechnologies/assets/press/resources/Dell_Technologies_Key_Facts.pdf
http://www.dellhpc.org/
http://dellemc.com/ko-kr/hpc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5482519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5548719
https://blocksandfiles.com/2019/09/06/idc-muddies-storage-tracker-waters/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555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