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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를 위한 차세대 
스토리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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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I 인프라 고려 사항
많은 기업이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컴퓨팅 자원이 지금껏 보지 못

했던 방식으로 데이터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십 

년 간 이어온 스토리지 구축과 운영 방식 및 인프라 계획에 큰 도전 

과제이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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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계층화
AI에는 절대 효과적이지 않다!
AI는 랜덤 I/O 처리가 중요합니다. 

하드드라이브를 사용하면, AI 애플리케이션은 50배 더 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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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워크로드의 요구사항:
Flash 성능
업계 선도자는 성공적인 AI 워크로드 배포에 있어 플래시를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ustre 파일시스템이나 버스트 버퍼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은 읽기 요구가 많은 랜덤 액세스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for Science Report

US Department of Energy

“최신 NVMe SSD 및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는 신경망 관련해 낮은 대역폭과 높은 레이턴시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LC 드라이브는 데이터 양과 비용 간 균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Prepare Your Storage and Data Management Strategy for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orkloads Gartner

보고서 보기

https://www.anl.gov/ai-for-science-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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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간 스트로지 기술은 현실과 타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타협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스토리지 팀은 비용, 성능, 단순함 사이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복잡하고 계층화된 스토리지 인프
라입니다. 이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진화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의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unleash the data.

AI, 머신 러닝,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트 가속이 가능하다는 것과 대규모 신경망 훈련을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

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이어진 전통적인 계층화된 스토리지 모델은 학습과 재학습을 반복하는 데이터 과학자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데이

터 액세스는 랜덤하게 매우 작은 증분 단위로 일어나므로‘아카이브’개념이 쓸모없게 됩니다. 

unleash the gpus.

GPU 기반 서버는 하이엔드 CPU 장착 서버와 비교해 150배 이상 높은 AI 성능을 제공합니다. GPU 기반 시스템은 집중적으로 I/O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스템당 200GB/s로 학습과 추론을 위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NAS는 단일 TCP 스트림 상에서 2GB/s의 성능을 보

입니다. 이런 불일치로 IT 조직은 뭔가 맞지 않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nleash the organization.

AI는 이제 R&D를 넘어 비즈니스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 조직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조직이 사용한 파일 및 오브

젝트 스토리지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실무자들에게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를 넘어 글로벌 IT 조직의 관리 감독하에 AI를 배포하려면 간단한 도

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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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파일시스템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HPC 센터는 NAS를 쓰기보다 자체 파일시스템 드라이버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충분한 스트리밍 대역폭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
해서입니다. 이들 시스템은 성능과 확장성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식 수준의 전문가들이 필요했
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통적인 HPC 시뮬레이션 워크로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
지만, HPC 파일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I 조직이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스트리밍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IOPS 및 메타데이

터 워크로드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파일시스템 클라이언트에 커스텀 커널 드라이버를 배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종속성은 커널 업그레이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PC 스토리지는 NAS와 같이 시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범용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

면 NAS처럼 시장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며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쉽

지 않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HPC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쉐도우 AI 이니셔티

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체제 커널 업그레이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중인 병렬 파일 
시스템도 역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 Former Lustre User / Now VAST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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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스토리지
소개
모든 데이터에 플래시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VAST Data의 유니버셜 

스토리지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편의성, 확장성,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스토리지 아키텍처

ID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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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토리지 패러다임의  
선도자 
VAST Data의 유니버셜 스토리지는 기존 스토리지 분류 체계를 무시합

니다. 전통적인 스토리지의 제약을 넘어 단일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AI 환경을 위해, 유니버셜 스토리지는 플래시 채택의 장벽을 제거

하고 동급 최고의 GPU 성능을 제공하는 간단한 NAS 경험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er-1 NVMe 성능

Tier-5 아카이브 경제성

낮은 지연시간, 높은 대역폭의 NAS & 오브젝트 스토리지

EB 규모의 스토리지 클러스터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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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 Data 
Dase 아키텍처 소개
완 전 히  분 리 되 고 ,  모 든  것 을  공 유

3D XPOINT

QLC FLASH

NVMe ENCLOSURE

NVME FABRIC: COMMODITY ETHERNET OR INFINIBAND

3D XPOINT

QLC FLASH

NVMe ENCLOSURE

3D XPOINT

QLC FLASH

NVMe ENCLOSURE

G L O B A L  N A M E S P A C E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컨테이너는 VAST의 시스템을 강화하며 이러한 고 가용성 프로세스

는 다중 프로토콜 네임스페이스의 파일 및 오브젝트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공

유하는 글로벌 NVMe 미디어에 대한 뷰를 통해 VAST 컨테이너는 대규모로 확장하고 클러

스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데이터에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알고리즘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VAST 시스템은 지연시간이 낮은 낮은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채택하며 이더넷과 인피니밴드 

패브릭을  모두 지원합니다. VAST 클러스터의 상태는 고가용성, 고밀도 스토리지 인클로저

에 저장됩니다. 이 NVMe JBOF는 2U 크기에 675TB 용량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데이터

는 저렴한 QLC 플래시 풀에 저장되며, 메타데이터는 3D Xpoint 영구 메모리에 저장됩니

다. 단일 클러스터는 최대 1,000개의 인클로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VAST의 글로벌 압축 

기능으로 데이터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단일 클러스터를 엑사바이트 규모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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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의 스토리지 혁신
모든 데이터를 위한 플래시 대중화 선언

VAST Data는 기존 대비 1/10에 불과한 비용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기술 혁신을 하였습니다.

올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전체 학습 데이터 세트를 플래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QLC 플래시 85% 비용절감 
VS. 레거시 플래시 낸드 

+ +MLC/TLC

QLCC
O

S
T

10년 QLC 보장 2.7%에 불과한 오버헤드 2:1 데이터 절감률 (평균)

새로운 지우기 코드는 탄력성을 높
이며 비용도 30% 절감 

파일/오브젝트 데이터를 줄이는 
새로운 글로벌 압축 도구  

VAST의 경제성 더 알아 보기

https://vastdata.com/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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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VAST는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 미래를 보장하는 확장성, GPU 가속 기반 

컴퓨팅을 결합하여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유니버셜 스토리지 플랫폼

을 만들었습니다. 



LightSpeed - The Storage Plaform For The Next Decade Of Machine Intelligence

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머신 러닝에 대한 스토리지 철학입니다.

NAS의 가볍고 단순함 + 모든 AI 요구를 충족하는  속도

수상 경력에 빛나는 VAST DASE ™ 아키텍처의 확장성과 경제성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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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VMe 인클로저

새로운 LightSpeed 인클로저는 이전 세대 시스템에 비해 2배 더 큰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이 추가 성능으로 유니버셜 스토리지 클러스터는 2배 더 높은 AI 

워크로드 I/O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LightSpeed 인클로저는 이더넷 또는 인피니밴드 패브릭에서 작동하여 고대역

폭 AI 클러스터 환경에 긴밀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2U 머신은 2:1 데이터 

감소 적용시 1PB 이상의 스토리지 용량과 3,000개 이상의 HDD가 제공하는 

IOPS 제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2x
대역폭
인클로저당 
최대 40GB/s

인클로저

인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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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X-A100 벤치마킹
차 세 대  N F S  수 준 으 로  도 약

GPU 활용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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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GiB/s) CPU 코어 요구량

X86 코어 활용도 개선

레거시 NFS
(TCP 싱글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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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 NFS
(RDMA w/멀티패스)

VAST NFS
w/GPUDirect®

NFS = 단순한 AI

TESTED WITH GDSIO • 1 x DGX-A100  • 5 x VAST CBOX SERVER CHASSIS & 5 x VAST LIGHTSPEED ENCLOSURES • 4MB I/O SIZE • 4GB FILE SIZE • 96 THREADS x 8GPUs

2GiB/s

46GiB/s

162GiB/s 
(174GB/s)

14%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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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표준 NFS/TCP를 채용한 스케일 아웃 

NAS 유형의 제품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주류

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

습니다. 새로운 AI 머신은 표준 NFS/TCP 클라이언

트가 처리할 수 있는 2GB/s 이상의 읽기 성능이 필

요합니다. 단일 스트림, 제한적인 RDMA 지원의 이

유로 많은 조직이 NAS의 단순함을 포기하고 성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VAST는 리눅스 커널에 포함된 여러 NFS 가

속 기능을 결합하여 고객이 복잡한 병렬 파일시스템

을 선택하지 않아도 NAS로 AI 애플리케이션 및 

GPU 컴퓨팅 환경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동급 최고 

처리량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AST와 NVIDIA는 NVIDIA DGX-2 시스템에서 GPUDirect 

Storage를 적용해 88GB/s 이상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NFS만으로도 최고의 성능 제공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NFS over RDMA는 이더넷 또는 인피니밴드를 통해 

라인스피드로 제공합니다.

NFS NConnect는 여러 스트림과 포트의 I/O를 연합

합니다.  

VAST 서버는 NVIDIA GPUDirect®를 이용해 CPU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직접 GPU 메모리에 씁니다. 

따라서 CPU에 부하를 주지 않아 성능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GPU I/O를 통해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gpu 가속 지원
N F S 의  진 화  속 도  L I G H T  S P E E D

®

ONE SIMPLE, HIGH- 
BANDWIDTH MOUNT POINT

SUPPORTING: NFS MULTI-PATH, 
NFSoRDMA, GPUDIRECT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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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아키텍처
유니버셜 스토리지 클러스터는 AI에 대한 기업의 야망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채

용해 AI에 필요한 충분한 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딥러닝에 필요한 

올플래시 용량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예 제 :  G P U  클 러 스 터 아 키 텍 처

40 gb/s      1 PB*      400K IOPS 200 gb/s      5 PB*      2m IOPS 400 gb/s      10 PB*      4m IOPS

*Assumes 2:1 Data Reduction.

1x LightSpeed 인클로저

1x VAST 서버 섀시

최대 16GPU 클라이언트를 위한 균형

잡힌 I/O를 제공하는 데 적합

5x LightSpeed 인클로저

5x VAST 서버 섀시

최대 80GPU 클라이언트를 위한 균형

잡힌 I/O를 제공하는 데 적합

10x LightSpeed 인클로저

10x VAST 서버 섀시

최대 160GPU 클라이언트를 위한 균형

잡힌 I/O를 제공하는 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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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32 GPU 클라이언트

• VAST 2x2 (2 LightSpeed 인클로저)

• 80GB/s 읽기

• 10GB/s 쓰기

• 26RU (~31RU with gaps)

네트워킹 요구 사항:

• GPUs: 8xHDR (200)

• ISL: 4xHDR (200)

• DBOX: 8xEDR

• CBOX: 8xHDR (100) 스플리터

2 개 의 인 클 로 저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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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80 GPU 클라이언트

• VAST 5x5 (5 LightSpeed 인클로저)

• 200GB/s 읽기

• 25GB/s 쓰기

네트워킹 요구 사항:

• GPUs: 20xHDR (200)

• UPLINKS: 40xHDR (200)

• DBOX: 20xEDR

• CBOX: 20xHDR (100) 스플리터

5 개 의 인 클 로 저 구 성

• 60RU (~31RU with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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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160 GPU 클라이언트

• VAST 10x10 (10 LightSpeed 인클로저)

• 400GB/s 읽기

• 50GB/s 쓰기

네트워킹 요구 사항:
• GPUs: 40xHDR (200)

• UPLINKS: 60xHDR (200)

• DBOX: 40xEDR

• CBOX: 40xHDR (100) 스플리터

1 0 개 의  인 클 로 저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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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PEED 고객 성공 사례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의 Athinoula A. Martinos 생물 의학 영상 센터는 첨단 생물 의학 영상 기술

의 개발 및 적용에 전념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 센터 중 하나입니다. 이 센터는 하버드 의과 대학 

및 MIT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교수진과 연구원들은 최초의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경 

과학, 종양학, 심장학 및 기타 임상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0 년 Martinos Center는 의료 이미지 연구를 가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VAST Data를 선택

했습니다. MRI 및 PET 스캔 데이터의 모든 비트를 캡처하고 기록해야하는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Martinos Center는 VAST Data의 유니버셜 스토리지와 4 개의 새로운 NVIDIA DGX 

A100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 플래시 기반 플랫폼으로 이미지 데이터 처리 환경

을 전환하였습니다.

LIGHTSPEED 도입 효과

계층화 기반 플래시, 

HDD 보다 저렴하게 

올 플래시 환경 이용

스토리지 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GPU 구매 여력 

확보 

올 플래시 NAS 플랫폼으로 

AI 애플리케이션 지원의    

복잡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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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 대  머 신  인 텔 리 전 스 를  강 화 하 는  단 순 성 ,  성 능 ,  확 장 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www.udna.kr

(주)유클릭은 VAST Data의 한국 총판이자 NVIDIA Elite 파트너로 국내 주요 기업에 DGX Station, DGX A100, DGX SuperPOD을 공급해 왔으며 대학, 연구소, AI 스타트업을 위한 AI Ready 

Infrastructur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운영 최적화를 위해 DGX SuperPOD 관리 소프트웨어인 DeepOps 및 MLOps 플랫폼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 데이터센터 

성능 병목 최소화를 위해 Mellanox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와 성능 최적화도 지원합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8/9층 AI 사업 본

부 이메일: vastdata@uclick.co.kr 전화: 02-6320-0110

vastdat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