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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딥러닝 프로젝트를 운영, 관리, 생성, 실행을 하기 위한 딥러닝 플랫폼 솔루션으로, Docker Container 기반 딥러닝 프로젝트

운영관리를 통해 최상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우유니 솔루션 개요

Key Feature

GPU Cluster 모니터링 기능

편리한 GPU 자원 할당 기능

딥러닝 작업 관리 기능

다양한 운영 관리 기능 지원



•

개요

Linux

Webapp
High level wrapper

Deep learning 
Library

Operating 
System 

Deep learning 
Docker Images 

Docker

Nvidia-Docker 
Container

Deep learning Docker 
Containers 

Theano Caffe

Keras Digits

TensorFlow

Jupyter Notebook Digits sFTP TensorboardUser Host 
Computer

Monitoring Job Scheduling
Easy Dev 
Environment Verification

아키텍쳐

제품사양

Node : 1대 이상(GPU1대 이상)
OS : ubuntu 16.04 이상
Ram : 8G 이상
Disk : 128GB 이상
GPU : CUDA 지원 및 Nvidia drive 설치 필수

구성 소프트웨어

Linux Ubuntu 16.04

Nvidia Graphic Driver 410.48

Docker 18.03

Nvidia-Docker 2.03

JDK 8.0

Tensorflow 0.11 GPU version

CUDA 8.0

cuDNN v5

GCC  4.8

BLAS via ATLAS 3.10.1, MKL

Boost >= 1.55

Protobuf 3.0.0, glog 0.3.3-1, gflags 2.0-1, hdf5 1.8.11

pyCaffe

Theano 0.8.2

Python 2.7

NumPy 1.11.2

SciPy 0.18.1

Keras 1.1.1

Pyyaml 3.10

HDF5 1.8.11 and h5py 2.2.1-1

DIGITS 5.1-dev



•

개요

구성 소프트웨어

주요소프트웨어 상세 소프트웨어 내용

Operation System

Virtual Machine

Linux Ubuntu 16.04
OS

Nvidia Graphic Driver 410.48

Docker 18.03 서비스 운영 환경을 묶어서 배포, 실행하는 경량 컨테이너 기술

Nvidia-Docker 2.03 GPU 사용을 위한 Nvidia-docker

JDK 8.0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구성요소

Tensorflow

Tensorflow 0.11 GPU version

기계 학습과 딥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CUDA 8.0

cuDNN v5

GCC  4.8

Caffe

BLAS via ATLAS 3.10.1, MKL

표현식, 속도, 모듈화를 고려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Boost >= 1.55

Protobuf 3.0.0, glog 0.3.3-1, gflags 2.0-1, hdf5 1.8.11

pyCaffe

Theano

Theano 0.8.2

다차원 배열을 사용한 수학 식을 정의, 최적화, 풀이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Python 2.7

NumPy 1.11.2

SciPy 0.18.1

Keras

Keras 1.1.1

Tensorflow, Theano를위한 딥러닝 라이브러리Pyyaml 3.10

HDF5 1.8.11 and h5py 2.2.1-1

DIGITS DIGITS 5.1-dev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웹앱



주요 기능 및 특징



• GPU Cluster 모니터링
• 운영자가 GPU서버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

• GPU 클러스터/서버/GPU 별로 모니터링 기능

•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히스토리 기능

GPU 클러스터의 정보를 클러스터/서버/GPU별로 모니터링 제공

주요기능

GPU 뿐 아니라 전체 클러스터의 리소스 모니터링 및 히스토리 기능



• 편리한 GPU 자원 할당
• 원하는 GPU 자원을 할당하여 Container 생성

• GPU 개수와 기간, Docker Image 등의 간단한 입력으로 Container 생성

• 생성된 Container의 상태와 딥러닝 수행 로그 확인 및 결과 모델 다운로드

주요기능

GPU 개수와 기간을 입력 Docker Image 선택

Container 상태

수행 로그

모델 다운로드



• 딥러닝 작업 관리
• 딥러닝 작업 상태 및 이력 확인

• 테이블의 형태로 현재 상태와 작업 이력을 확인 및 관리

• Docker Container 현재 상태와 이력 관리

GPU를 할당받아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

주요기능

Docker Container 상태 확인



• 다양한 운영 관리 기능
• 솔루션 기본 설정/사용자/GPU 서버 등의 관리 기능

주요기능

솔루션 기본 설정
사용자 관리

Docker Image 관리 Source Code 관리

DataSet 관리 GPU 서버 관리



• MultiTenancy 지원
• GPU가 할당된 Container를 이용하여 다수의 개발자에게 독립적인 개발 환경 제공

• 딥러닝 환경이 구축된 Docker Container을 이용

• Container별 GPU Isolation

특징

GPU 할당된 Container



• 효율적인 Job Scheduling
• 개발자가 원하는 수의 GPU 자원을 할당 받아 딥러닝 수행

• 단일/복수 GPU 할당 지원

• Nvidia-Docker을 이용하여 GPU자원을 할당한 Container 생성

•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딥러닝 작업 스캐쥴링 제공

• GPU 자원 할당을 자동/수동 변경 가능

• GPU 자원 관리 정책을 동적으로 변경 가능

GPU 자원 관리 정책 동적으로 변경 가능

원하는 수의 GPU 자원 요청 가능

특징



• 편리하고 쉬운 개발환경 제공
• 개발자가 별도의 개발 환경 구축하지 않고 딥러닝 수행

• 개발환경이 구축된 Docker Image를 이용하여 Container 생성

자주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툴이 설치된
Docker Image를 이용하여 Container 생성 제공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Docker Image List Docker Image 동적 추가

•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딥러닝 수행

•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Docker Images을 동적 추가 가능 : Docker Hub, NGC

• 최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Docker Image 및 Sample Project 업데이트

특징



• Uyuni에서 확인 검증 가능
•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딥러닝 수행 및 검증

• 웹터미널, TensorBoard, Jupyter notebook, DIGITS 등 지원

웹터미널 Jupyter notebook

TensorBoard DIGITS

특징



• 망(내부/외부) 설정 기능
• 내부/외부망에 따른 솔루션 기능 제한

• 내부/외부망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을 구분하여 화면 구성

내부/외부망에 따른 솔루션 기능 제한

특징



• Port 범위 설정
• 보안 규정에 따라 Container Port 범위 제한 가능

• 사내 보안 규정에 따라 Port 범위를 제한하여 사용 가능

Port 범위 제한

특징

• GPU 서버 우선 순위 설정
• GPU서버의 할당 우선순위 설정 가능

• GPU의 성능에 따라 관리자가 서버의 우선할당 서버를 설정 가능

GPU 서버 할당 우선순위 설정



딥러닝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생성]



•

- 사용자 페이지에서 Container Request 버튼 클릭 시 팝업
- 프로젝트 명 설정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Step1

프로젝트 생성



•

- 사용 GPU의 수 및 사용 기간 설정
- 스캐쥴 정책에 따라 GPU 자원을 확인 후 GPU 자원 할당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Step2

프로젝트 생성



•

- 사용 딥러닝 Framework 선택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Step3

프로젝트 생성



•

- 사용을 원하는 Docker Image가 없을 경우 Image Request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가능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 Docker Image 추가

프로젝트 생성



•

- 사용 Port 추가
- 컨테이너 생성 후 추가로 설치할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설정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Step4

프로젝트 생성



•

- DataSet 설정
- 업로드 되어 있는 DataSet를 이용하여 딥러닝 트레이닝을 수행가능. 중복 선택 가능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Step5

프로젝트 생성



•

- 딥러닝에 사용할 DataSet를 추가할 수 있음
- Local Repository에 저장된 DataSet을 추가하는 방법과 신규 DataSet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 모두 지원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 DataSet 추가

프로젝트 생성



•

- Job Creation : 실행 명령 및 옵션 설정
- Command를 입력해 놓으면 Container 생성 후 해당 명령을 자동 수행
- 자동 수행 시 로그와 결과 Output를 확인 할 수 있음
- 딥러닝에 사용할 소스 코드를 Container 생성 시 복사하여 딥러닝을 수행함.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Step6

프로젝트 생성



•

- 딥러닝에서 사용할 소스 코드를 추가 가능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 Source Code 추가 및 관리

프로젝트 생성



•

- 최종 설정 내용 확인
- 사용 요청
- 시스템에서 유휴 GPU를 확인 후 Container 생성, Command를 수행

딥러닝 프로젝트 생성 Step7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실행 및 검증]



•

- 할당된 GPU 정보 확인

딥러닝 프로젝트 실행 Step0

프로젝트 실행



•

- 생성된 Docker Container 정보 확인
- Container Information 버튼을 클릭 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Docker Image에 포함된 툴의 시작 및 접속 가능

딥러닝 프로젝트 실행 Step0

프로젝트 실행



•

- 승인받은 Container의 상태 확인

딥러닝 프로젝트 실행 Step1

프로젝트 실행



•

- 승인받은 Container로 접속 : Command Line Interface
- 사용량 정보 표시

딥러닝 프로젝트 실행 Step2

프로젝트 실행



•

- 트레이닝 시 생성된 로그 메시지 확인 가능

딥러닝 프로젝트 실행 : 작업 로그 확인

프로젝트 실행



•

- 트레이닝 결과 파일 다운로드 가능

딥러닝 프로젝트 실행 : 결과 파일 다운로드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작업 이력]



•

- 작업 이력 관리

딥러닝 프로젝트 작업 이력 관리

프로젝트 작업 이력



•

- 작업 로그 확인 및 결과물 다운로드 가능

딥러닝 프로젝트 작업 이력 관리

프로젝트 작업 이력



[DIGITS 사용]



•

- Image에 포함된 DIGITS 사용

DIGITS 사용

DIGITS 사용



•

- 제공되는 Web Terminal을 이용하여 digits 실행

DIGITS 사용

DIGITS 사용



•

- DataSet 추가

DIGITS 사용

DIGITS 사용



•

- Model 추가

DIGITS 사용

DIGITS 사용



•

- Model 검증

DIGITS 사용

DIGITS 사용



화면 구성



Login Page

화면구성 - Login



GPU 서버의 상태 및 작업 이력 확인 Summary Page

화면구성 – Summary



GPU 서버의 상태 표시
Docker Container의 이력 표시
사용자별 작업 이력 표시
컨테이너 요청 이력 확인

화면구성 – Multi Tenancy



사용자의 Docker Container 요청 및 사용 이력 표시
Docker Container 요청

화면구성 – Multi Tenancy



작업 이력 표시
GPU 서버의 상태 표시

화면구성 – Multi Tenancy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실시간 및 History 기능 지원

화면구성 – Resource Monitoring



Uyuni 솔루션 기본 환경 설정 페이지

화면구성 – Admin Config



사용자 계정 관리 페이지

화면구성 – Admin Config



Docker Images 관리 페이지

화면구성 – Admin Config



Data Set 관리 페이지

화면구성 – Admin Config



Source Code 관리 페이지

화면구성 – Admin Config



GPU Server 관리 페이지

화면구성 – Admin Config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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