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인프라의
선택이아닌필수
병렬파일시스템



고객 직원

업계리더십 전세계기술센터

세계최대비상장
스토리지회사

전세계 분야
선도기업



자율주행 금융
서비스

생명공학

빅데이터분석

제조 인공위성

기후예측

솔루션적용분야



왜병렬파일시스템인지



왜병렬파일시스템인지

• High Performance Computing(이하 HPC)는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클러스터 위주의 시스템 구성

• 클러스터에 데이터를동시처리하기 위해, 병렬

방식으로 동작하는 병렬파일시스템이 필수

스토리지

병렬파일시스템

<일본의 슈퍼컴퓨터 Fugaku>



왜병렬파일시스템인지

• AI에서도 모델 학습을 위한 주요 연산 형태는 GPU를 활용한 병렬처리

• AI 모델 및 데이터 규모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병렬 I/O 요구가 증가

• AI 인프라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파일시스템이 효과적



왜병렬파일시스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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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능 완전한워크플로우 무한확장성

데이터관리 멀티테넌시 데이터서비스

실시간분석 통합



왜병렬파일시스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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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 NFSNFSNFS NFS

대규모 HPC/AI 연산 시나리오 (NFS vs DDN EXAScaler)

• 연산노드(클라이언트)가 단일 Cluster Job 수행
시, 한스토리지노드에만 접근 가능

• Scale-Out 할수록 점점 병목현상발생

• 연산노드가 단일 Cluster Job 수행 시, 모든
노드에 동시접근 가능 (모든 구간 네트워크
성능을 활용)

• Scale-Out 시에도 거의 무한대로 성능상승가능

데이터 처리량
450GB/s

데이터 처리량
30~40GB/s 

NFS 5EA – 8GPU Client 20EA DDN 5EA – 8GPU Client 20EA



왜병렬파일시스템인지

인프라확장시나리오

HPC 부서

Filsystem 1 Filesystem 2 Filesystem 3

OR Filesystem

NLP 부서 빅데이터부서

운영자

선형적 성능 상승
동일하게 확장!

• 한계없는 Scale-Out으로 여러 부서의 데이터를 한 Filesystem에 관리, 운영 편의성 제공
• 각 부서는 다른 부서의 데이터에도 유연하게 접근
• 소규모 도입 이후 손쉽게 확장가능



왜병렬파일시스템인지

고립된운영모델제거 데이터중앙집중화및표준화 데이터아키텍처현대화

조직 전체에서 이기종
데이터 소스와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소스로 인해
접점들을 연결하고 가장

가치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어려움.

조직은 공통 액세스 및
구조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사적 단일 데이터
소스를 통해 가장 정확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 및 배포.

최신 데이터 자산은
전례없는 속도와

민첩성으로 HPC/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고 조직 전체의

비용 절감.

병렬파일시스템은



스토리지제품라인업



스토리지제품라인업

최대 48GB/s

1.5M IOP/s

최대 90GB/s

3.5M IOP/s

24GB/s

800K IOP/s

24 NVME 슬롯
24 NVME 슬롯

최대 360 SAS 슬롯
최대 450 SAS 슬롯

EDR/HDR100 IB (8)

또는 40/100GbE (8)

EDR/HDR200 IB (8)

또는 200GbE (8)

EDR/HDR100 IB (4)

또는 40/100GbE (4)



스토리지제품라인업 신규 플랫폼

• 완전히통합된병렬파일시스템

• 에 이상 용량지원

• 투명한데이터관리및모니터링을위한

소프트웨어제품군

이전세대대비성능두배 용량두배



스토리지제품라인업

90GB/s (Read)

180GB/s (Read)

900GB/s (Read)

• Lustre 기반 완전한병렬파일아키텍처로 Scale-Out시선형적인성능향상



스토리지제품라인업

• 고집적인클로저를통해손쉽게대용량 확장가능
별도컨트롤러추가

• 모든구성은직접연결되고 컨트롤러로직접 링크

• 최대 인클로저 최대 구성가능

슬롯 최대
용량구성

SS9024
슬롯
용량

10
900

16 PB

SS9024
슬롯
용량

2
180

3.2 PB



DDN A3I Solutions

NVIDIA DGX SUPER POD RA
DDN A3I Solutions

NVIDIA DGX POD RA

스토리지제품라인업 레퍼런스아키텍처

검증된레퍼런스를통한대규모인프라구축가이드제공



스토리지제품라인업 대표구축사례

• 은 및 용으로 대의 시스템 에

스토리지서비스제공

• 어플라이언스 용량 읽기처리량

• 프로덕션시스템이 위 랭크 노드챌린지 위에등재

• 는전세계엔터프라이즈데이터센터에 및

솔루션을통한 및 서비스제공하기위해 선택

• 턴키 인프라스트럭처는예측가능한성능과완전한검증을통해불가능에

가까운강력한 슈퍼컴퓨터를배포가능하게함

• 은현재 시스템으로 및 를지원및

배포하는유일한데이터플랫폼



은

전체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팀!!



병렬파일시스템
기능



120GB 200GB 320GB 640GB 2TB 3TB 4TB 6TB 12TB 16TB



스토리지퓨전패브릭
드라이브 인클로저 케이블등의

장애를견딜수있는오버 프로비저닝된

백엔드 패브릭

디스크의데이터보호

와 활성화
디바이스 최대

다양한연결옵션

고집적어레이
단일랙에최대 개의드라이브

관리기술
소규모 는

미러링된배터리백업캐시 대규모및

스트리밍 는 를동적으로사용

실시간 매니 코어 엔진
실시간스토리지 의완벽한구현 중단없는대규모

병렬 제공시스템

하드웨어아키텍처

임베디드
로컬 에대한 액세스를위한저 지연가상

데이터 경로



• 처리량및 선도업체

• 엔터프라이즈급관리도구를사용하여간소화되고

자동화된관리 온라인업그레이드및확장 사용자및관리자를

위한풍부한 및 환경제공

• 이동 스트라이프 자동티어링 최적화

• 클라이언트측암호화및멀티테넌시

• 실시간모니터링및

및 를위한확장가능한고성능스토리지



성능최적화 추가보안기능

고급관리기능 멀티프로토콜접근 통합

데이터보호

오픈소스산업최고의병렬파일시스템

어플라이언스및퍼블릭클라우드

• 와 간의자동데이터티어링

• 컴퓨팅노드로컬플래시에대한자동읽기캐시

• 클라이언트에서미디어까지체크섬

• 단순화된클라이언트네트워킹

• 소규모파일의최대효율성

• 확장가능한 프로토콜액세스

• 및 을위한턴키 완벽하게최적화된솔루션

• 노드작업모니터링 파일크기분산보고

• 컨테이너를위한완전한병렬데이터액세스

• 공유환경을위하여보안이적용된배포

• 규모에맞는데이터백업 아카이빙 이동 동기화

• 를위한컨테이너친화적인배포

• 의 병렬파일시스템

전용메타데이터및
데이터서버를통해
확장유연성향상

아키텍처단순성을
위한데이터및

메타데이터서비스
같은 위치

오픈소스 에대한이점



성능저하없이
단순하고통합된

구성요소

• 가상화된 서비스
•

•

• 를통한유연한 배포및서비스

• 전용메타데이터서비스또는공유메타데이터서비스

• 어플라이언스에통합된 네트워크
활성화 가속화

단순하고가상화된고성능어플라이언스



자동화된 플래시관리

• 클라이언트로컬파일시스템의읽기
전용캐시

• 캐시용으로전체파일
시스템 서브디렉토리선호

• 에서 로테스트되었으며
사용가능

• 빠른읽기를위해전체파일캐시

• 캐시된파일이수정된경우유효하지
않음

• 네트워크라운드 트립을방지하여
지연시간및트래픽감소

• 는
캐시사용 기본 정책
제거 을관리합니다

각단계는
네트워크에서동일한
데이터

단계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캐시

단계에서
로컬
에서

배속도로

• 를사용하는 의
벤치마크에서딥러닝모델의

네트워크혼잡을획기적으로줄인다

• 다중 학습을위한 제거



어플리케이션플래시에
직접쓰기

플래시 이가득차면 가

로리다이렉션

캐쉬된데이터는
플래시로부터읽기

캐쉬되지않는데이터는

로부터직접읽기

• EXAScaler Hot Pools - 빠른
액세스를 위해 핫 데이터를 플래시
스토리지에 복사하여 성능을 최적화

• SSD와 HDD POOL 간의 자동 데이터
캐싱으로 효율성 및 성능 대폭 향상

• EXA6는 SSD Pool 오버플로를
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HDD 

Pool로원활하게 저장

와 를위한최적화



• 스냅샷은스토리지타겟의데이터를체크포인트하고
체크포인트를사용하여오프라인백업에의존하지
않고파일데이터를신속하게복구할수있는방법

• 인한데이터손실 손상또는기타오류로인해 실시간
데이터에오류가발생할경우영향을받는파일을원래
파일시스템으로다시복사하여복원할수있음

• 그러나스냅샷은스토리지안정성을향상시키지
않으며다른스토리지볼륨만큼하드웨어장애에
노출됨 스냅샷은백업대신사용할수없음

• 및 를통해스냅샷관리가능 의옵션이
제한됨



• 와 통합으로 에서
메모리로직접메모리액세스

• 스토리지와 간 배더높은데이터전송대역폭

• 결함및버퍼바운스없이대기시간이 배감소

• 동시성이증가함에따른안정적이고균형적인 지연시간

• 호스트 또는메모리사용량 감소

• 는 대비하여 대역폭이가장높은컴퓨팅요소

• 메모리내페이지캐시보다페타바이트급의원격
스토리지를매우빠르게접근제공



• 향상된알고리즘을통해여러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
그룹화하여서버또는클라이언트에서전체네트워크
대역폭달성

• 액티브링크상태모니터링은신속한장애감지및
자동복구를보장

• 은단일네트워크에서여러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자동으로감지하고관리

• 네트워크링크간의로드밸런싱

• 링크장애감지 동적페일오버및복구

• 다중네트워크인터페이스가있는클라이언트
노드에서단일마운트지점을통한최대성능향상

보다빠르고간단한구축및관리지원

빠르고탄력적인네트워킹을쉽게구현



• 네이티브클라이언트환경및스케일아웃 를통해
네임스페이스에대한멀티프로토콜액세스제공

• 및 를통해파일및개체액세스

단일네임스페이스



스케일아웃단일공유파일
시스템

고성능

제어

드라이버를통한 지원



중요한데이터가확실하게저장되거나전송되지않음

• 클라이언트는디렉터리별키 을사용하여커널공간의파일
데이터를암호화합니다

• 권장사항을충족하고 및 규정준수를지원하며 사용자가키
관리를책임집니다

•

• 아직지원되지않음 파일이름및디렉터리암호화 미러링 데이터흐름
데이터서비스및핫풀 참조

• 특정사용자공간도구가제공되지않음 고객은 의
사용자영역도구 와같은 지원
사용자영역도구를사용할수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https://www.kernel.org/doc/html/latest/filesystems/fscrypt.html


늘어나는디렉토리에대한원활한자동균형조정

MDSMDS

LN
ET

MDS MDS

Logical Directory

Client Applications

디렉터리레이아웃은
성능에매우중요하며, 
확장시재구성또는
튜닝이요구됨

• 는사용자입력또는마이그레이션없이
사용량의균형을맞추기위해더많이사용가능한

로메타데이터대상에새하위디렉토리를
자동으로생성

• 관리자와사용자모두에게간편한 관리 는
디렉토리를자동으로재배포하여중단없이성능최적화

• 추가노드가생성되고디렉토리가추가됨에따라
메타데이터가원활하게마이그레이션

메타데이터 디렉터리자동스트라이핑및밸런싱



라우터 관리테넌시



•

•

•

•

•

•

•

•

빠르고반복가능한스핀업, 업그레이드및확장

관리프레임워크



수행중인

선택한작업의집계성능

크기 읽기 쓰기
또는둘다

워크로드분석
처리량 또는메타데이터
작업별로사용자가다시정렬가능

처리량또는 를확인할
파일시스템성능선택
읽기 쓰기또는둘다

각파일시스템의처리량 분석

각파일시스템의용량사용상태

미래의용량요구예측

워크로드분석을위한완벽한모니터링환경제공



부터시작

어플라이언스로
모든용량으로

확장

빌딩
블록어플라이언스로
선형확장

효율적인비용으로
어플라이언스당최대

까지스케일업 년
분기최대

새로운 플랫폼 가장효율적인확장및티어링
필요에따라정확하게스케일업 아웃할수있는



DDN A3I 병렬파일시스템
AI 워크로드및무한한확장을위한
완전한 GPU 포화도

홈디렉토리/컨테이너용 IntelliFlash
NFS, SMB 및컨테이터, DB, VM 등지원

IntelliFlash NAS 아카이브
공간효율적인아카이브, DDN Dataflow 용
고속의유연한타켓

DDN DataFlow
백업및아카이브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

• 전체데이터인프라관리를지원하는
단일파트너

• 동급최고의속도 용량및
엔터프라이즈기능 프로토콜

• 백업및아카이브를통합한완벽한
데이터관리

스토리지제품라인업 데이터관리를위한 와 구성



DDN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학술 및 정부 기관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데이터 센터 운영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IT 인프라와는
완전히 다른 일련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AI 및 Analytics는
IT 조직이 공유 병렬 파일

시스템과 확장 가능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수용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시장에걸쳐가속화된데이터솔루션을제공하는선도업체



감사합니다

문의

mailto:korea@d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