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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는 데이터 분석 및 클래식한 머신 러닝에서 언어 처리 및 이미지 인식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워크로드와 사용 사례를 포괄합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는 전체 AI 파이프라인을 위한 유연한 컴퓨팅 성능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 모델 학습 

및 딥 러닝 추론 등의 특정 AI 워크로드를 위한 내장형 가속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는 아직 초기 단계로 모든 면에서 급성장 중입니다. 기존의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딥 러닝 

모델은 핵심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화된 음성 비서 기능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빌딩 블록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AI 작업은 데이터 과학에서 

교육, 유효성 검사 및 최종 배포까지 흐르는 긴 개발 파이프라인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자체 개발 툴체인, 프레임워크 및 워크로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특별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추가적인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는 AI 가속을 위한 내장된 가속기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AI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AI 는 실제로는 단지 수학입니다. 엄청난 양의 계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수학 계산은 모든 AI 작업 및 운영의 핵심입니다. 모델링 데이터 및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많은 데이터 과학 작업은 통계, 대수학 그리고 복잡한 벡터 수학에서 실행됩니다. 

딥 러닝 AI 는 방대한 양의 행렬 곱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AI 애플리케이션은 CPU, GPU, 

FPGA 및 워크로드별로 맞춤 제작된 ASIC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와 광범위한 프로세싱 

리소스를 포함하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인텔® 어드밴스드 벡터 익스텐션 512(인텔® AVX-512) 
- AI 속도를 향상하는 치트키 

인텔 제온 코어는 웹사이트를 위한 SSL 암호화를 해시하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며, 

제약 연구와 칩 디자인 또는 포뮬러원 엔진용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텔 제온 코어는 

만능이지만, 딥 러닝 학습(전체 AI 파이프라인의 일부)에서는 전용 가속기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이는 CPU가 한 번에 하나의 계산으로 순차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프로세서 

유형은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동시에 다수의 계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텔® AVX-512는 각 클록 주기에 더 많은 작업을 할당하여 CPU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합니다. 

이를 통해 CPU는 병렬 프로세서처럼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 는 딥 러닝보다 더 크며,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내장된 
가속기로 전체 AI 파이프라인의 성능 부스트 

70%의 

데이터 센터  AI 추론이 
인텔® 제온® 
프로세서에서 실행 중1

10개 중 
9개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2025년까지 
AI 포함 예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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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딥 러닝 부스트(인텔® DL 부스트) 
- 신경망을 위해 더욱 스마트해진 연산

딥 러닝 AI 는 엄청난 양의 행렬 곱셈을 이용하여 신경망 모델을 

훈련하고 추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모델을 실제 작업에 

적용합니다. 추론하는 동안 컴퓨터는 수신하는 데이터(예: 음성을 

포함한 오디오 신호)를 모델(이 경우 음성 인식 모델)과 비교하고 해당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합니다. 추론은 객체 인식, 이미지 

분할, 텍스트 인식 및 거의 모든 기타 딥 러닝 AI 작업에 사용됩니다.

딥 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데에는 몇 시간 또는 몇 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딥 러닝 추론은 1초 미만부터 수 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모델의 복잡성과 얼만큼 정확한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이나 추론을 데이터 센터 수준의 컴퓨팅 정도로 확장하는 경우 

시간, 에너지 및 성능 예산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인텔 DL 부스트는 여러 가지 인텔 AVX-512 명령어를 사용하여 딥 

러닝 워크로드를 가속화 합니다. 세 개의 작업을 하나의 벡터 신경망 

명령어(VNNI) 집합으로 결합함으로써 클록당 연산의 수를 줄입니다. 

인텔 DL 부스트는 또한 INT8 정밀도를 이용하여 딥 러닝 워크로드를 

가속화 합니다.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는 딥 러닝 워크로드의 

핵심인 행렬 곱셈 전용 가속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인텔® AMX 

(인텔®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익스텐션)에는 큰 행렬을 단일 연산으로 

바꾸는 새로운 명령어 세트와 각 코어에 큰 데이터 청크를 저장하는 

2차원 레지스터 파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더 빠른 AI 는 인텔 제온 프로세서로 자동화됩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AI 가속기능은 CPU의 ISA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I 가속기능이 모든 

소프트웨어에 준비되어 있고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들과 AI 개발자들이 사용 중인 툴을 재코딩하고 

인텔 AVX-512용으로 다시 컴파일 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텔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텔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지속적으로 오픈 소스 AI 툴체인을 

최적화하고 최적화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배포합니다. 예를 들어, 

TensorFlow 2.9는 인텔® oneDNN (인텔® oneAPI Deep Neural 

Network Library) 최적화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TensorFlow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면, 인텔 최적화의 잇점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AI 성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고객 성공 사례 –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가속

Tencent Cloud는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통해 
실시간 음성 합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BeeKeeperAI는 데이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임상 
AI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스토리 읽기 ›

복잡한 CPU 명령어, 단순한 전략: 싸이클당 더 많은 작업 수행으로 더 스마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인텔 AVX-512의 익스텐션은 CPU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는 명령어 집합입니다. CPU의 
작업 방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AVX-512의 기본 로직은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여러 단계를 가능한 
적은 단계의 작업으로 압축합니다. 두 번째는 CPU가 클록 주기별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계가 줄어들면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연산은 매우 스마트하면서도 우아해질 수 있습니다. 인텔 AVX-512는 많은 수의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계산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컴퓨팅 작업을 더 적은 단계로 압축, 결합 및 융합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다섯 번의 연산이 필요한  3x3x3x3x3을 계산하도록 CPU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대신 CPU가 한번의 연산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5에 대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AVX-512는 이러한 로직을 갖추고 가장 어려운 AI 작업 일부를 포함하여 수백 개의 
워크로드별 작업에 이 로직을 적용합니다.

여덟개씩 세는 게 하나씩 세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AVX-512에서 “512”는 클록 주기별로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증가시키는 두 번째 
방법을 의미합니다. 40년 전에는 16비트 PC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32비트 
머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64비트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비트 수는 
클록 주기당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수,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슬롯)를 의미합니다. AVX-512는 512비트로 레지스터 수를 확장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애플리케이션이 인텔 AVX-512를 사용할 경우 레지스터 수를 확장하여 CPU의 기본 64비트 
속도보다 최대 8배 빠르게 실행됩니다. 96까지 숫자를 셀 때, 1, 2, 3… 으로 세는 것과 8, 16, 24… 
으로 세는 것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customer-spotlight/stories/tencent-speech-synthesis-customer-story.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customer-spotlight/stories/beekeeperai-customer-story.html


1.  2021년 12월 기준으로 AI 추론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의 전 세계적으로 설치한 기본 인텔 마켓 모델링에 따라 달라집니다.

2.  "IDC FutureScape: 전 세계 IT 산업의 2020년 예측(2019년 10월 기준).” Doc #US45599219. 

3.  부스트 판다스, 사이킷런 및 TensorFlow 성능으로 변화하는 One-Line 코드(2021년 7월).” intel.com/content/www/us/en/developer/articles/technical/code-changes-boost-pandas-scikit-learn-tensorflow.html

4. intel.com/3gen-xeon-config에서 [123]을 참조하십시오.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intel.com/3gen-xeon-config에서 [122]를 참조하십시오.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edc.intel.com/content/www/us/en/products/performance/benchmarks/vision-2022/에서 [41]을 참조하십시오.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edc.intel.com/content/www/us/en/products/performance/benchmarks/vision-2022/에서 [42]를 참조하십시오.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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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면책 조항

성능은 사용, 구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intel.com/PerformanceIndex를 참조하십시오.

성능 결과는 환경 설정에 표시된 날짜 기준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업데이트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성 세부 정보는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어떠한 제품 또는 구성 요소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텔® 어드밴스드 벡터 익스텐션(인텔® AVX)는 특정 프로세서 작업에 보다 많은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프로세서 파워의 특성으로 인해 AVX 명령을 활용할 경우 a) 일부가 정격 주파수 미만에서 작동하고 b) 인텔® 터보 부스트 

테크놀로지 2.0을 이용하는 일부가 최대 터보 주파수 또는 어떠한 터보 주파수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intel.ocm/content/www/us/en/architec-

ture-and-technology/turbo-boost/intel-turbo-boost-technology.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 기술을 사용하려면 이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남용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인텔의 글로벌 인권 원칙을 확인하십시오. 인텔 제품 및 소프트웨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침해를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Intel Corporation. 인텔, 인텔 로고 및 기타 인텔 마크는 인텔사 또는 인텔 계열사가 등록한 상표입니다. 기타 이름 및 상표명은 해당 소유주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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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AI 및 딥 러닝 ›
인텔 AVX-512 ›
인텔 입 러닝 부스트 ›
인텔 AI 분석 툴킷 ›

 

 

AI 파이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점

 

38~200배 
더 빠른 사이킷런
사이킷런 용 
인텔 익스텐션3 
이용 시

최대

3배 더 빠른

TensorFlow
인텔 oneDNN3 
이용 시 

 

~90배
더 빠른 판다스
인텔® 배포판 
모딘3 이용 시

지금 AI 및 머신 러닝용 인텔 최적화로 클라우드 또는 자체 인프라에서 
AI 워크로드 가속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기 ›

1.74배 1.59배 4.5배
  

최대 최대 최대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AI 가속화
딥 러닝 AI 워크로드를 위한 속도 향상

AI 파이프라인의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는 인텔의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용 ISA의 

모든 내장형 가속기에 대한 이점이 있는 무료 오픈소스 인텔 

배포판과 라이브러리 및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텔 하드웨어에서 더욱 빠른 AI 구현은 사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툴에 대해 인텔 버전을 다운로드

하는 것 만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더 높은 INT8 추론 처리량
이전 세대4 대비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인텔 DL 부스트를 이용하는 
BERT-Large SQuAD

더 높은 INT8 실시간 추론 처리량
이전 세대5 대비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인텔® DL 부스트 이용 시

INT86에서 더 많아진 초당 이미지 
및 BF167 객체 감지에서 최대 6배 
더 많아진 초당 이미지
(SSD-ResNet-34)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인텔® AMX 사용시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now/artificial-intelligence-overview.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chitecture-and-technology/avx-512-overview.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tificial-intelligence/deep-learning-boost.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developer/tools/oneapi/toolkits.html#analytics-kit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developer/topic-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overview.html
http://intel.com/content/www/us/en/developer/articles/technical/code-changes-boost-pandas-scikit-learn-tens
http://intel.com/3gen-xeon-config
http://intel.com/3gen-xeon-config
http://edc.intel.com/content/www/us/en/products/performance/benchmarks/vision-2022/
http://edc.intel.com/content/www/us/en/products/performance/benchmarks/vision-2022/
https://edc.intel.com/content/www/us/en/products/performance/benchmarks/overview/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chitecture-and-technology/turbo-boost/intel-turbo-boost-technology.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chitecture-and-technology/turbo-boost/intel-turbo-boost-technology.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policy/policy-human-righ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