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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정보

AWS Deep Learning AMI란 무엇인가
요?

AWS Deep Learning AMI 사용 설명서입니다.

DLAMIAWS Deep Learning AMI (DLAMI) 는 클라우드에서의 딥 러닝을 위한 원스톱 숍입니다. 이 사용자 
지정 머신 인스턴스는 대부분의 Amazon EC2 지역에서 소규모 CPU 전용 인스턴스부터 최신 고성능 다중 
GPU 인스턴스까지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VIDIA CUDA 및 NVIDIA cuDNN 물론 가
장 인기 있는 딥 러닝 프레임워크의 최신 릴리스로 사전 구성되어 제공됩니다.

안내서 정보
이 가이드는 DLAMI를 시작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딥 러닝의 교육 및 추론에 대한 일반적인 다수의 
사용 사례를 다룹니다. 목적에 맞는 AMI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인스턴스 종류를 선택하는 것 또한 다룹니다. 
DLAMI는 각 프레임워크에 대한 여러 자습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분산 학습, 디버깅,AWS Inferentia 사
용 및 기타 주요 개념에 대한 자습서도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습서를 실행하도록 Jupyter를 구성하는 방
법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 조건
DLAMI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명령줄 도구와 기본 Python에 익숙해야 합니다. 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습서는 프레임워크 자체적으로 제공되지만 이 설명서는 각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자습서를 찾아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DLAMI 사용
딥 러닝에 대한 학습: DLAMI는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거나 교육하는 데 적합합니다. 
각 프레임워크 설치 관련 문제 해결과 동일한 컴퓨터에서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고민을 없애줍니다. 
DLAMI는 Jupyter 노트북과 함께 제공되므로 머신 러닝 및 딥 러닝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 프레임워크
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 앱 개발자이고 딥 러닝을 사용하여 앱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면 
DLAMI가 완벽한 테스트 베드입니다. 각 프레임워크에는 딥 러닝을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자습서가 함께 제
공되며, 이들 중 다수에는 Model Zoo가 있어 직접 신경망을 생성하거나 모델 교육을 할 필요 없이 딥 러닝을 
손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제에서는 몇 분 만에 이미지 감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방법 또는 챗
봇의 음성 인식 앱을 빌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기계 학습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자이거나 딥 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R 
및 Spark를 지원하는 많은 프레임워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및 예측 시스템에 대한 확장형 데이터 
처리 시스템 빌드에 이르는 단순 회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자습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연구원으로서 새 프레임워크를 시험해 보거나, 새 모델을 테스트하거나, 새 모델을 교육하려는 경우 
DLAMI와 확장AWS 기능을 사용하면 지루한 설치 및 여러 교육 노드 관리로 인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Note

초기 선택은 인스턴스 유형을 더 많은 GPU (최대 8개) 를 갖춘 더 큰 인스턴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지만 DLAMI 인스턴스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빌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 (p. 13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

https://developer.nvidia.com/cuda-zone
https://developer.nvidia.com/cudnn


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기능

DLAMI의 기능
사전 설치된 프레임워크
현재 DLAMI에는 두 가지 기본 버전이 있으며 운영 체제 (OS) 및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된 다른 변형도 있습
니다.

•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별도의 conda 패키지 및 별도의 Python 
환경 사용

• 딥 러닝 베이스 AMI (p. 4)-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NVIDIA CUDA 및 기타 종속성만 설치

Conda가 포함된 Deep Learning AMI는conda 환경을 사용하여 각 프레임워크를 격리하므로 종속성 충돌을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프레임워크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에서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의 전체 목록입니다.

•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 PyTorch
• TensorFlow 2

Note

v28AWS Deep Learning AMI 릴리스부터는 더 이상 CNTK, 카페, 카페2, 테아노, 체이너 또는 케라
스 콘다 환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
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사전 설치된 GPU 소프트웨어
CPU 전용 인스턴스를 사용하더라도 DLAMI에는 엔비디아 CUDA와 엔비디아 cuDNN이 있습니다. 설치된 소
프트웨어는 인스턴스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GPU 전용 도구는 최소 하나의 GPU가 있는 인스턴스에
서만 작동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LAMI의 인스턴스 유형 선택 (p. 6)에서 다룹니다.

CUDA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CUDA 설치 및 프레임워크 바인딩 (p. 3).

모델 서비스 및 시각화
Conda를 사용하는 Deep Learning AMI에는 두 종류의 모델 서버가 사전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하나는 
TensorFlow MXNet용이고 다른 하나는 모델 시각화용입니다. TensorBoard

• Apache MXNet용 모델 서버(MMS) (p. 119)
• TensorFlow 서빙 (p. 120)
• TensorBoard (p. 45)

2

https://developer.nvidia.com/cuda-zone
https://developer.nvidia.com/cuda-zone
https://developer.nvidia.com/cu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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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DLAMI를 시작하는 방법

이 가이드에는 적합한 DLAMI 선택, 사용 사례 및 예산에 맞는 인스턴스 유형 선택, 관심을관련 정
보 (p. 134) 가질만한 사용자 지정 설정에 대한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mazon EC2 처음AWS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먼저 시작하십시오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Amazon EC2와 Amazon EMR, Amazon EFS 또는 Amazon S3와 같은 기타AWS 서비스에 
익숙하고 분산 교육 또는 추론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사용관련 
정보 (p. 134) 사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만의 DLAMI 선택하기 (p. 3) 단원을 확인하여 어떤 인스턴스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절한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튜토리얼입니다. 실행AWS Deep Learning AMI (10분 후).

다음 단계

나만의 DLAMI 선택하기 (p. 3)

나만의 DLAMI 선택하기
다양한 DLAMI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 사례에 맞는 올바른 DLAMI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개발된 하
드웨어 유형 또는 기능별로 이미지를 그룹화합니다. 최상위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DLAMI 유형: CUDA 대 기본 프레임워크 대 단일 프레임워크 대 다중 프레임워크 (Conda DLAMI)
• 컴퓨팅 아키텍처: x86 기반 vs. ARM 기반 AWS그래비톤
• 프로세서 유형: GPU 대 CPU 대 인퍼런시아 대 하바나
• SDK: CUDA 대 AWS뉴런 대 시냅스AI
• OS: 아마존 리눅스 대 우분투

이 가이드의 나머지 항목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
• CUDA 설치 및 프레임워크 바인딩 (p. 3)
• 딥 러닝 베이스 AMI (p. 4)
•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 DLAMI CPU 아키텍처 옵션 (p. 6)
• DLAMI 운영 체제 옵션 (p. 6)

다음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CUDA 설치 및 프레임워크 바인딩
딥 러닝은 모두 최첨단이지만 각 프레임워크는 “안정적인” 버전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버전은 최신 CUDA 
또는 cuDNN 구현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와 필요한 기능은 프레임워크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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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Conda와 함께 최신 딥 러닝 AMI를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각 프
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CUDA 10의 모든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식pip 바이너리가 있
습니다. 최신 버전을 원하고 딥 러닝 환경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Deep Learning Base AMI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안정판 후보와 출시 후보 (p. 5)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CUDA가 포함된 DLAMI를 선택하세요
딥 러닝 베이스 AMI (p. 4)에는 11.0, 11.1 및 11.2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CUDA 11 시리즈가 있습
니다.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에는 11.0, 11.1 및 11.2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CUDA 11 시리
즈가 있습니다.

Note

v28AWS Deep Learning AMI 릴리스부터는 CNTK, Caffe, Caffe2, 테아노, 체이너 또는 케라스 콘다 
환경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AWS Deep Learning AMI 포함된 의 이전 릴리즈
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게시한 보
안 수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특정 프레임워크 버전 번호는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DLAMI 출시 정보 (p. 137)

이 DLAMI 유형을 선택하거나 Next Up 옵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DLAM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UDA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하고 부록에서 해당 버전이 있는 DLAMI의 전체 목록을 검토하거나 Next Up 옵션
을 사용하여 다양한 DLAM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다음

딥 러닝 베이스 AMI (p. 4)

관련 주제
• CUDA 버전 간 전환에 대한 지침은 딥 러닝 베이스 AMI 사용 (p. 27) 자습서를 참조하십시오.

딥 러닝 베이스 AMI
딥 러닝 베이스 AMI는 딥 러닝을 위한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특정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CUDA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DLAMI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AMI 그룹은 딥 러닝 프로젝트 사용과 최신 빌드를 원하는 프로젝트 기고자에게 유용합니다. 어느 프레임
워크 및 버전을 설치하고자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NVIDIA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실행 중인 고유
한 환경을 안심하고 작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이 DLAMI 유형을 선택하거나 Next Up 옵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DLAM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다음

델라미 위드 콘다

관련 주제
• 딥 러닝 베이스 AMI 사용

4

https://docs.aws.amazon.com/dlami/latest/devguide/overview-conda.html
https://docs.aws.amazon.com/dlami/latest/devguide/tutorial-base.html


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Conda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콘다 DLAMI는conda 가상 환경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 설치를 분리하여 유지
하고 프레임워크 간 전환을 간소화하도록 구성됩니다. 이는 DLAMI가 제공하는 모든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고 
실험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Conda를 탑재한 새로운 딥 러닝 AMI가 자신에게 완벽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AMI는 기본 DLAMI입니다.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으로 자주 업데이트되며 최신 GPU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AWS Deep Learning AMI문서에서 로 언급됩
니다.

• 우분투 18.04 DLAMI에는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PyTorch, TensorFlow 2 등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
다.

• Amazon Linux 2 DLAMI에는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및 TensorFlow 2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
다. PyTorch

Note

v28AWS Deep Learning AMI 릴리스부터는 CNTK, Caffe, Caffe2, 테아노, 체이너 및 케라스 콘다 
환경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AWS Deep Learning AMI 포함된 의 이전 릴리즈
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게시한 보
안 수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안정판 후보와 출시 후보
Conda AMI는 각 프레임워크의 최신 공식 릴리스의 최적화된 바이너리를 사용합니다. 릴리스 후보 기능과 시
험 사용 기능은 발표 예정이 없습니다. 최적화는 C5 및 C4 CPU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학습 및 추론 속도를 
높이는 Intel의 MKL DNN과 같은 가속화 기술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바이너리
는 AVX, AVX-2, SSE4.1 및 SSE4.2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급 인텔 명령어 세트를 지원하도록 컴
파일됩니다. 이는 인텔 CPU 아키텍처의 가속 벡터 및 부동 소수점 작업입니다. 또한 GPU 인스턴스 유형의 
경우 CUDA 및 cuDNN은 최신 공식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Conda가 포함된 딥 러닝 AMI는 프레임워크를 처음 활성화할 때 Amazon EC2 인스턴스에 가장 최적화된 버
전의 프레임워크를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 사용하기 (p. 24)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또는 최적화된 빌드 옵션을 사용하여 소스에서 설치하려는 경우딥 러닝 베이스 AMI (p. 4) s
가 더 나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Python 2 사용 중단
Python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2020년 1월 1일 Python 2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TensorFlow 및 PyTorch 커뮤니티는 TensorFlow 2.1 및 PyTorch 1.4 릴리스가 Python 2를 지원하는 마지막 
릴리스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썬 2 콘다 환경을 포함하는 DLAMI (v26, v25 등) 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게시된 DLAMI 버전의 Python 2 Conda 환경 업데이트는 해당 버전에 대해 오
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수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TensorFlow 및 PyTorch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이 포함된 DLAMI 릴리스에는 Python 2 Conda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UDA 지원
특정 CUDA 버전 번호는 GPU DLAMI 릴리스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DLAMI CPU 아키텍처 옵션 (p.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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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관련 주제
• 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 사용하기 (p. 24) 튜토리

얼은 튜토리얼을 참조하십시오.

DLAMI CPU 아키텍처 옵션
AWS Deep Learning AMIs는 x86 기반 또는 ARM 기반 AWSGraviton2 CPU 아키텍처와 함께 제공됩니다.

Graviton GPU DLAMi 중 하나를 선택하면 ARM 기반 CPU 아키텍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GPU DLAMI는 현재 x86 기반입니다.

• AWS딥 러닝 AMI 그래비톤 GPU CUDA 11.4 (우분투 20.04)
• AWS딥 러닝 AMI 그래비톤 GPU TensorFlow 2.6 (우분투 20.04)
• AWS딥 러닝 AMI 그래비톤 GPU PyTorch 1.10 (우분투 20.04)

Graviton GPU DLAMI를 사용하여 시작하는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Graviton DLAMI (p. 98). 사
용 가능한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DLAMI의 인스턴스 유형 선택 (p. 6).

다음

DLAMI 운영 체제 옵션 (p. 6)

DLAMI 운영 체제 옵션
DLAMI는 다음 운영 체제에서 제공됩니다.

• Amazon Linux 2
• Ubuntu 20.04
• Ubuntu 18.04

이전 버전의 운영 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DLAMI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LAMI 지원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LAMI 지원 중단을 참조하십시오.

DLAMI를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인스턴스 유형을 평가하고AWS 해당 지역을 식별하십시오.

다음

DLAMI의 인스턴스 유형 선택 (p. 6)

DLAMI의 인스턴스 유형 선택
특정 DLAMI와 호환되는 권장 Amazon EC2 인스턴스 패밀리는 AWS Deep Learning AMI카탈로그를 참조하
십시오.

일반적으로 DLAMI의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딥 러닝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단일 GPU가 있는 인스턴스가 요구 사항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예산에 민감하다면 CPU 전용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딥 러닝 모델 추론을 위해 고성능 및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하려는 경우AWS Inferentia 칩과 함께 인스턴스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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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러닝 모델 트레이닝을 위해 고성능 및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하려는 경우 Habana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RM 기반 CPU 아키텍처를 갖춘 고성능 GPU 인스턴스를 찾고 있다면 G5G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론 및 예측을 위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실행하려는 경우 Amazon EC2 인스턴스에 Amazon Elastic 
Inference Inference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Elastic Inference Inference를 사용하면 GPU의 일부
만으로 가속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대용량 추론 서비스의 경우 메모리가 많은 단일 CPU 인스턴스 또는 이러한 인스턴스의 클러스터가 더 나
은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 데이터가 많거나 배치 크기가 큰 대형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가 더 많은 대용량 인스턴스가 필요합
니다. 또한 모델을 GPU의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 크기를 줄이는 경우 적은 메모리를 가진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도 및 훈련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

• 대규모로 높은 수준의 노드 간 통신을 필요로 하는 NVIDIA NCCL (NCCL) 로 머신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실
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Elastic Fabric Adapter (EFA)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C2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주제에서는 인스턴스 유형 고려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mportant

Deep Learning AMI에는 NVIDIA Corporation에서 개발, 소유 또는 제공하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또는 도구 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VIDIA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또는 도구 키트를 NVIDIA 하드
웨어가 포함된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만 사용하기로 동의합니다.

주제
• DLAMI 가격 책정 (p. 7)
• DLAMI 리전 가용성 (p. 7)
• 권장 GPU 인스턴스 (p. 8)
• 권장 CPU 인스턴스 (p. 8)
• 권장 Inferentia 인스턴스 (p. 9)
• 권장 하바나 인스턴스 (p. 9)

DLAMI 가격 책정
DLAMI에 포함된 딥 러닝 프레임워크는 무료이며 각 프레임워크에는 자체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DLAMI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무료이지만 기본 Amazon EC2 인스턴스 하드웨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부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에는 무료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인스턴스 중 하나에서 
DLAMI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인스턴스의 용량만 사용할 경우 DLAMI를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CPU 코어, 더 많은 디스크 공간, 더 많은 RAM 또는 하나 이상의 GPU를 갖춘 더 강력한 인
스턴스가 필요한 경우 프리 티어 인스턴스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인스턴스 선택 및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요금 을 참조하십시오.

DLAMI 리전 가용성
각 리전은 서로 다른 범위의 인스턴스 유형을 지원하며, 리전마다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비용이 약간 다른 경
우가 많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DLAMI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한 지역에 DLAMI를 복사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I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선택 목록을 참고하고 귀사 또는 고객과 가까운 지역
을 선택하십시오. 둘 이상의 DLAMI를 사용하고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는 경우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동일
한 지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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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십시오.

다음

권장 GPU 인스턴스 (p. 8)

권장 GPU 인스턴스
대부분의 딥 러닝 용도에는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CPU 인스
턴스보다 GPU 인스턴스에서 더 빠릅니다. 여러 GPU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또는 GPU를 포함한 여러 인스
턴스에 걸쳐 분산 교육을 사용하는 경우 부선형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분산 교육을 설정하려면 을 참조
하십시오분산 교육 (p. 46).

다음 인스턴스 유형은 DLAMI를 지원합니다. GPU 인스턴스 유형 옵션 및 그 용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
형 EC2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고 가속 컴퓨팅을 선택합니다.

Note

모델의 크기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모델이 인스턴스의 사용 가능한 RAM을 초
과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가진 다른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Amazon EC2 P3 인스턴스에는 최대 8개의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가 있습니다.
• Amazon EC2 P4 인스턴스에는 최대 8개의 엔비디아 테슬라 A100 GPU가 있습니다.
• Amazon EC2 G3 인스턴스에는 최대 4개의 엔비디아 테슬라 M60 GPU가 있습니다.
• Amazon EC2 G4 인스턴스에는 최대 4개의 NVIDIA T4 GPU가 있습니다.
• Amazon EC2 G5 인스턴스에는 최대 8개의 NVIDIA A10G GPU가 있습니다.
• Amazon EC2 G5g 인스턴스에는 ARM 기반 AWSGraviton2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DLAMI 인스턴스는 GPU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GPU 프로세스 모니터링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GPU 모니터링 및 최적화 (p. 75).

G5G 인스턴스 사용에 대한 특정 자습서는 을 참조하십시오Graviton DLAMI (p. 98).

다음

권장 CPU 인스턴스 (p. 8)

권장 CPU 인스턴스
예산이 한정적이고, 딥 러닝을 학습 중이거나 예측 서비스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CPU 범주에 저렴한 옵
션이 있습니다. 일부 프레임워크는 Intel의 MKL DNN을 활용하여 C5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C4 
및 C3 CPU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학습 및 추론 속도를 높입니다. CPU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C2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고 컴퓨팅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Note

모델의 크기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모델이 인스턴스의 사용 가능한 RAM을 초
과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가진 다른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Amazon EC2 C5 인스턴스에는 최대 72개의 인텔 v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C5 인스턴스는 과학적 모
델링, 배치 처리, 분산 분석, 고성능 컴퓨팅 (HPC), 기계 및 딥 러닝 추론에 탁월합니다.

• Amazon EC2 C4 인스턴스는 최대 36개의 Intel vCPU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권장 Inferentia 인스턴스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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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권장 Inferentia 인스턴스
AWSInferentia 인스턴스는 딥 러닝 모델 추론 워크로드에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특히 Inf1 인스턴스 유형은, 및 MXNet과 같은 TensorFlow 널리 사용되는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와 통
합된AWS Inferentia 칩과 AWSNeuron SDK를 사용합니다. PyTorch

고객은 Inf1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검색, 추천 엔진, 컴퓨터 비전, 음성 인
식, 자연어 처리, 개인화 및 사기 탐지와 같은 대규모 기계 학습 추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te

모델의 크기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모델이 인스턴스의 사용 가능한 RAM을 초
과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가진 다른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Amazon EC2 Inf1 인스턴스는 최대 16개의AWS 인퍼런시아 칩과 100Gbps의 네트워킹 처리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AWSInferentia DFA 시작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DLAMI를 사용한AWS 인퍼런시아 
칩 (p. 83).

다음

권장 하바나 인스턴스 (p. 9)

권장 하바나 인스턴스
Habana 액셀러레이터를 탑재한 인스턴스는 딥 러닝 모델 교육 워크로드에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DL1 인스턴스 유형은 인텔 회사인 Habana Labs의 Habana Gaudi 액셀러레이
터를 사용합니다. DL1 인스턴스는 자연어 처리, 객체 감지 및 분류, 권장 엔진, 자율 주행 차량 인식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데 적합합니다.

Habana 액셀러레이터가 있는 인스턴스는 Habana SynapseAI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TensorFlow 및 같은 
인기 있는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와 사전 PyTorch 통합됩니다. 딥 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최적의 성능 및 가격 
조합을 찾고 있다면 학습 비용이 가장 저렴한 Habana Accelerator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를 고려해 보십시오.

Note

모델의 크기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모델이 인스턴스의 사용 가능한 RAM을 초
과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충분한 메모리를 가진 다른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Amazon EC2 DL1 인스턴스는 최대 8개의 하바나 가우디 가속기, 256GB의 가속기 메모리, 4TB의 로컬 
NVMe 스토리지 및 400Gbps의 네트워킹 처리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Habana DLamis 시작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더 하바나 DLAMI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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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Support 정책
AWS Deep Learning AMIs (DLAMis) 는 딥 러닝 워크로드의 이미지 구성을 단순화하고 최신 프레임워크, 하
드웨어,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및 운영 체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DLAMis에 대한 프레
임워크 지원 정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용 가능한 DLAMI 목록은 DLAMI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다음 AWS Deep Learning AMI프레임워크 Support 정책 표를 참조하여 현재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및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패치 종료를 참조하여 Origin 프레임워크의 유지 관리 팀에서 적극적으로AWS 지원하는 최신 버전을 얼마나 
오래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프레임워크와 버전은 단일 프레임워크 DLAMI 또는 다중 프레임워크 DLAMI로 
제공됩니다.

Note

프레임워크 버전 x.y.z에서 x는 메이저 버전, y는 마이너 버전, z는 패치 버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
어 TensorFlow 2.6.5에서 메이저 버전은 2, 마이너 버전은 6, 패치 버전은 5입니다.

특정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프레임워크 DLAMI 릴리스 노트
• 멀티프레임워크 DLAMI 릴리스 노트

FAQ
• 어떤 프레임워크 버전에 보안 패치가 적용되나요? (p. 11)
• 새 프레임워크 버전이 출시되면 어떤 이미지가AWS 게시되나요? (p. 11)
• 어떤 이미지에 SageMakerAWS 새로운/기능이 추가되나요? (p. 11)
• 현재 버전은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테이블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p. 11)
•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테이블에 없는 버전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p. 11)
• DLAMis는 이전 버전을 TensorFlow 지원합니까? (p. 11)
•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버전의 최신 패치 이미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
• 새 이미지는 얼마나 자주 공개되나요? (p. 12)
• 워크로드가 실행되는 동안 인스턴스가 제자리에 패치되나요? (p. 12)
• 새로운 패치 또는 업데이트된 프레임워크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p. 12)
• 프레임워크 버전을 변경하지 않고 종속성이 업데이트되나요? (p. 12)
• 프레임워크 버전에 대한 액티브 지원은 언제 종료되나요? (p. 12)
•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프레임워크 버전의 이미지도 패치되나요? (p. 13)
• 이전 프레임워크 버전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p. 13)
• 프레임워크 및 해당 버전의 지원 변경 사항을 up-to-date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 14)
• Anaconda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려면 상용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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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레임워크 버전에 보안 패치가 적용되나요?

어떤 프레임워크 버전에 보안 패치가 적용되나요?
프레임워크 Support 정책 테이블에서AWS Deep Learning AMI 프레임워크 버전에 Supportd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으면 보안 패치가 적용됩니다.

새 프레임워크 버전이 출시되면 어떤 이미지가AWS 게
시되나요?
새 버전이 TensorFlow PyTorch 출시되고 출시되면 곧 새 DLAMI를 게시합니다. 여기에는 메이저 버전, 메이
저 버전 및 프레임워크 major-minor-patch 버전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 버전의 드라이버와 라이브러리가 출
시되면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미지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프레임워크 버
전에 대한 액티브 지원은 언제 종료되나요? (p. 12)

어떤 이미지에 SageMakerAWS 새로운/기능이 추가되
나요?
새 기능은 일반적으로 PyTorch 및 용 최신 버전의 DLAMis에서 TensorFlow 릴리스됩니다. 새로운 
SageMaker AWS 기능이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이미지의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
능한 DLAMI 목록은 DLAMI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
조하세요.프레임워크 버전에 대한 액티브 지원은 언제 종료되나요? (p. 12)

현재 버전은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테이블에 어떻게 정
의되어 있습니까?
AWS Deep Learning AMI프레임워크 Support 정책 테이블의 현재 버전은 에서 사용할 수 있는AWS 최신 프
레임워크 버전을 나타냅니다 GitHub. 각 최신 릴리스에는 DLAMI의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및 관련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이미지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프레임워크 버전에 
대한 액티브 지원은 언제 종료되나요? (p. 12)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테이블에 없는 버전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WS Deep Learning AMIFramework Support Policy 테이블에 없는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가장 업데이트
된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및 관련 패키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up-to-date 버전을 보려면 선택한 최신 
DLAMI를 사용하여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능한 DLAMI 목
록은 DLAMI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DLAMis는 이전 버전을 TensorFlow 지원합니까?
아니요. 프레임워크 Support 정책 표에 명시된 대로 최초 GitHub 릴리스로부터 365일 후에 릴리스된 각AWS 
Deep Learning AMI 프레임워크의 최신 메이저 버전의 최신 패치 버전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
는 프레임워크 테이블에 없는 버전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지원되는 프레임워크 버전의 최신 패치 이미지를 찾으
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신 프레임워크 버전에서 DLAMI를 사용하려면 DLAMI ID를 검색하고 이를 사용하여 EC2 콘솔을 사용하
여 DLAMI를 시작하십시오. AWS Deep Learning AMIID를 검색하기 위한 샘플AWS CLI 명령은 AW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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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새 이미지는 얼마나 자주 공개되나요?

Learning AMI카탈로그의 딥 러닝 프레임워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 AMI ID 쿼리는 단일 프레임워
크 DLAMI 릴리스 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프레임워크 버전은 [AWS Deep Learning AMI프레임
워크 Support 정책] 테이블에서 Supported 레이블을 지정해야 합니다.

새 이미지는 얼마나 자주 공개되나요?
업데이트된 패치 버전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기적으로 패치
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새로 패치된 프레임워크 버전을 모니터링합니다 (예: TensorFlow 2.9 ~ TensorFlow 
2.9.1) 및 새로운 마이너 릴리스 버전 (예: TensorFlow 2.9 ~ TensorFlow 2.10) 를 사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 TensorFlow 기존 버전이 새 버전의 CUDA와 함께 릴리스되면 새 CUDA 
버전을 지원하는 해당 버전에 대한 새 DLAMI가 릴리스됩니다. TensorFlow

워크로드가 실행되는 동안 인스턴스가 제자리에 패치
되나요?
아니요. DLAMI용 패치 업데이트는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새 EC2 인스턴스를 켜고 워크로드와 스크립트를 마이그레이션한 다음 이전 인스턴스를 꺼야 합니다.

새로운 패치 또는 업데이트된 프레임워크 버전을 사용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릴리스 노트 페이지에서 해당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패치가 적용되거나 업데이트된 새 프레임워
크가 출시되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능한 DLAMI 목록은 DLAMI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
시오.

프레임워크 버전을 변경하지 않고 종속성이 업데이트
되나요?
프레임워크 버전을 변경하지 않고 종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종속성 업데이트로 인해 비호환성이 발
생하는 경우 다른 버전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종속성 정보는 DLAMI용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
십시오.

프레임워크 버전에 대한 액티브 지원은 언제 종료되나
요?
DLAMI 이미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생성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프레임워크 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종료되는 네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레임워크 버전 (패치) 업그레이드 (p. 13)
• AWS보안 패치 (p. 13)
• 패치 종료일 (에이징 아웃) (p. 13)
• 종속성 end-of-support (p. 13)

Note

버전 패치 업그레이드 및 보안 패치의 빈도로 인해 DLAMI의 릴리스 노트 페이지를 자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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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프

레임워크 버전의 이미지도 패치되나요?

프레임워크 버전 (패치) 업그레이드
TensorFlow 2.7.0 기반 DLAMI 워크로드가 있고 버전 2.7.1을 TensorFlow 릴리스하는 경우 2.7.1이 포함된 
TensorFlow 새 DLAMI를AWS 릴리스합니다. GitHub 2.7.0이 포함된 이전 이미지는 TensorFlow 2.7.1이 포
함된 새 이미지가 릴리스되면 더 이상 활발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TensorFlow 2.7.0이 설치된 DLAMI에는 
추가 패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TensorFlow 2.7용 DLAMI 릴리스 노트 페이지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
트됩니다. 각 마이너 패치에 대한 개별 릴리스 노트 페이지는 없습니다.

패치 업그레이드로 인해 생성된 새 DLAMI는 새 AMI ID로 지정됩니다.

AWS보안 패치
TensorFlow 2.7.0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로드가 있고 보안 패치를AWS 만드는 경우 새 버전의 
DLAMI가 TensorFlow 2.7.0용으로 릴리스됩니다. TensorFlow 2.7.0이 설치된 이전 버전의 이미지는 더 이
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워크로드가 실행되는 동안 인스턴스가 제자리에 패치되나
요? (p. 12)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최신 DLAMI를 찾는 단계는 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프레임워크 
버전의 최신 패치 이미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

패치 업그레이드로 인해 생성된 새 DLAMI는 새 AMI ID로 지정됩니다.

패치 종료일 (에이징 아웃)
DLAMis는 GitHub 출시일로부터 365일 후에 패치 종료 날짜를 맞았습니다.

다중 프레임워크 DLAMI의 경우 프레임워크 버전 중 하나가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된 버전이 포함된 새 
DLAMI가 필요합니다. 이전 프레임워크 버전의 DLAMI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습니다.

Important

주요 프레임워크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예를 들어 TensorFlow 1.15가 
TensorFlow 2.0으로 업데이트되면 GitHub 출시일로부터 2년 또는 Origin Framework 유지 관리 팀
이 지원을 중단한 후 6개월 동안 둘 중 더 빠른 날짜에 관계없이 가장 최신 버전의 TensorFlow 1.15
를 계속 지원합니다.

종속성 end-of-support
Python 3.6이 설치된 TensorFlow 2.7.0 DLAMI 이미지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해당 버전의 Python이 표
시되면 Python 3.6에 기반한 모든 DLAMI 이미지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습니다. end-of-
support 마찬가지로 Ubuntu 16.04와 같은 OS 버전을 선택하면 Ubuntu 16.04에 종속된 모든 DLAMI 이미지
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습니다. end-of-support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프레임워크 버
전의 이미지도 패치되나요?
아니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이미지에는 새 릴리스가 없습니다.

이전 프레임워크 버전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전 프레임워크 버전에서 DLAMI를 사용하려면 DLAMI ID를 검색하고 이를 사용하여 EC2 콘솔을 사용하여 
DLAMI를 시작하십시오. AWSAMI ID를 검색하는 CLI 명령은 딥 러닝 AMI 카탈로그의AWS 딥 러닝 프레임워
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 AMI ID 쿼리는 단일 프레임워크 DLAMI 릴리스 노트에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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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프레임워크 및 해당 버전의 지원 변경 사항

을 up-to-date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레임워크 및 해당 버전의 지원 변경 사항을 up-to-
date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LAMI 릴리스 노트의 프레임워크 Support 정책 표를 사용하여 DLAMIAWS Deep Learning AMI 프레임워크
및 버전을 계속 up-to-date 사용하세요.

Anaconda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려면 상용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Anaconda는 특정 사용자를 위한 상용 라이선스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활발하게 관리되고 있는 DLAMI는 
Anaconda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 소스 버전의 Conda (conda-forge) 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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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1단계: Dlearning Learning

DLAMI 시작 및 구성
이 단계에 왔다면 어떤 AMI를 시작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생각이 이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WS 
Deep Learning AMI카탈로그에서 DLAMI 및 관련 하드웨어, 프레임워크 및 ID 검색을 찾거나 에서 현재 및 이
전 DLAMI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십시오DLAMI 출시 정보 (p. 137).

선택할 인스턴스 유형과 리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DLAMI의 인스턴스 유형 선택 (p. 6)를 검
색하십시오.

Note

예제에서는 p3.16xlarge를 기본 인스턴스 유형으로 사용합니다. 고려해 둔 인스턴스 유형으로 대체
하십시오.

Important

Elastic Inference 사용할 계획이라면 DLAMI를 시작하기 전에 Elastic Inference 설정을 완료해야 합
니다.

주제
• 1단계: Dlearning Learning (p. 15)
• 2단계: Dlearning Learning (DLI) 에 Connect (p. 17)
• 3단계: DLAMI 테스트 (p. 17)
• 4단계: DLAMI 인스턴스 관리 (p. 17)
• 정리 (p. 18)
• Jupyter 노트북 서버 설정 (p. 18)

1단계: Dlearning Learning
Note

Deep Learning AMI (Ubuntu 18.04) 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DLAMI를 선택하더라도 이 가이드
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1. 귀하의 DLAMI ID 찾기 (p. 16)
2. DLAMI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하기 (p. 16)

Amazon EC2 콘솔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 자세히 설명된 지침을 따르십시오.Amazon EC2 콘솔에서 시
작 (p. 16)

Tip

CLI 옵션: CLI를 사용하여 DLAMI를 가동하려는 경우 AMI의 ID, 지역 및 인스턴스 유형, 보안 토
큰 정보가 필요합니다.AWS AMI 및 인스턴스 ID를 준비해 두십시오. 아직AWS CLI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AWS명령줄 인터페이스 설치 가이드를 사용하여 설정하세요.

3. 이러한 옵션 중 하나를 통해 단계를 완료한 이후 인스턴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는 보통 몇 
분 정도 소요됩니다. EC2 콘솔에서 인스턴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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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DLAMI ID 검색

DLAMI ID 검색
각 AMI에는 고유 식별자 (ID) 가 있습니다. AWS명령줄 인터페이스 (AWSCLI) 를 사용하여 선택한 DLAMI의 
ID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AWS CLI 설치하지 않은 경우 AWSCLI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Note

참고:AWS Deep Learning AMI 카탈로그에서 모든 DLAMI 및 관련 프로세서/가속기, 운영 체제, 컴
퓨팅 아키텍처, 권장 Amazon EC2 인스턴스 제품군, 지원 상태 및 ID 검색 쿼리를 찾을 수 있습니
다. 추가 정보 (드라이버, 파이썬 버전, Amazon EBS 유형) 는 의 DLAMI 릴리스 노트도 참조하십시
오.DLAMI 출시 정보 (p. 137)

1. AWS자격 증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ws configure

2.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DLAMI의 ID를 검색하거나AWS Deep Learning AMI 카탈로그에 제공된 쿼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aws ec2 describe-images --region us-east-1 --owners amazon \
--filters 'Name=name,Values=Deep Learning AMI (Ubuntu 18.04) Version ??.?' 
 'Name=state,Values=available' \
--query 'reverse(sort_by(Images, &CreationDate))[:1].ImageId' --output text

Note

지정된 프레임워크의 릴리스 버전을 지정하거나 버전 번호를 물음표로 대체하여 최신 릴리스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ami-094c089c38ed069f2

이 DLAMI ID를 복사하고 키를q 눌러 프롬프트를 종료합니다.

다음 단계

Amazon EC2 콘솔에서 시작 (p. 16)

Amazon EC2 콘솔에서 시작
Note

Elastic Fabric Adapter Elastic Fabric Adapter (EFA) 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
를 참조하세요.

1. EC2 콘솔을 엽니다.
2. 최상위 탐색의 현재 리전을 기록합니다. 원하는AWS 리전 옵션이 아닌 경우 계속하기 전에 이 옵션을 변

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십시오.
3. 인스턴스 시작을 선택합니다.
4.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하고 적합한 DLAMI를 선택합니다.

a. My AMI에서 기존 DLAMI를 찾거나 빠른 시작을 선택합니다.
b. DLAMI ID로 검색하십시오. 옵션을 찾아본 다음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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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Dlearning Learning (DLI) 에 Connect

5.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AWS Deep Learning AMI카탈로그에서 DLAMI에 권장되는 인스턴스 패밀
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DLAMI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인스턴스 선택을 참조하십
시오.

Note

EI (Elastic Inference) 를 사용하려면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클릭하고 Amazon EI 가속기 
추가를 선택한 다음 Amazon EI 가속기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6. 인스턴스 시작을 선택합니다.

Tip

스크린샷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면AWS 딥 러닝 AMI를 사용한 딥 러닝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다음 단계

2단계: Dlearning Learning (DLI) 에 Connect (p. 17)

2단계: Dlearning Learning (DLI) 에 Connect
클라이언트 (윈도우, macOS 또는 리눅스) 에서 실행한 DLAMI에 Connect.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에 Connect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이후 Jupyter 설정을 원하는 경우 SSH 로그인 명령을 복사해 두십시오. 변형을 사용하여 Jupyter 웹
페이지에 연결합니다.

다음 단계

3단계: DLAMI 테스트 (p. 17)

3단계: DLAMI 테스트
DLAMI 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테스트 옵션이 있습니다.

•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로 이동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 사용하기 (p. 24).
• 딥 러닝 베이스 AMI (p. 4)— 원하는 프레임워크의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Jupyter 노트북을 생성하고, 자습서를 시험해 보고, Python에서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Jupyter 노트북 서버 설정 (p. 18)을 참조하세요.

4단계: DLAMI 인스턴스 관리
패치 및 업데이트가 발표되는 즉시 적용하여 운영 체제와 기타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하십시오.

Amazon Linux 또는 Ubuntu를 사용하는 경우 DLAMI에 로그인하면 업데이트가 있는지 알림이 표시되고 업
데이트 지침이 표시됩니다. Amazon Linux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스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Ubuntu 인스턴스는 공식 Ubuntu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에서는 Windows 업데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및 보안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원한다
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적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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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Important

멜트다운 및 스펙터 취약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 체제 패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공지AWS -2018-013을 참조하십시오.

정리
DLAMI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DLAMI를 중지하거나 종료하여 요금이 계속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 있
습니다. 인스턴스 중단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 및 기타 비휘발
성 정보가 Amazon S3 볼륨에 저장됩니다. 인스턴스가 중지된 동안 볼륨 유지를 위한 소규모의 S3 비용이 부
과되지만 중단된 상태에 있는 동안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
할 때 볼륨이 탑재되고 데이터가 볼륨에 위치합니다. 인스턴스를 종료한 경우 이는 사라져 다시 시작할 수 없
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S3에 상주하지만, 추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볼륨 또한 삭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종료를 참조하십시오.

Jupyter 노트북 서버 설정
Jupyter 노트북 서버를 사용하면 DLAMI 인스턴스에서 Jupyter 노트북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Jupyter 
노트북을 사용하면AWS 인프라를 사용하고 DLAMI에 내장된 패키지에 액세스하면서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머신 러닝 (ML)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Jupyter 노트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upyter 노트북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Jupyter 노트북 서버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mazon EC2 DLAMI 인스턴스에서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구성합니다.
• Jupyter 노트북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합니다. Windows, macOS 및 Linux 클라이언

트에 대한 구성 지침이 제공됩니다.
• Jupyter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하여 설정을 테스트합니다.

Jupyter 설정 단계를 완료하려면 다음 항목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Jupyter 노트북 서버를 설정한 후에는 
DLAMI와 함께 제공되는 예제 노트북을 실행하는 방법에Jupyter 노트북 자습서 실행 (p. 28)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Jupyter 서버 보안 (p. 18)
• Jupyter 노트북 서버 시작 (p. 19)
• Jupyter 서버에 연결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p. 19)
• Jupyter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하여 설정 테스트 (p. 20)

Jupyter 서버 보안
여기에서는 SSL과 사용자 지정 암호로 Jupyter를 설정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한 후 다음 절차를 완료합니다.

Jupyter 서버 구성

1. Jupyter는 암호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고 프롬프트에 원하는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 jupyter notebook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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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시작

결과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Enter password:
Verify password:
[NotebookPasswordApp] Wrote hashed password to /home/ubuntu/.jupyter/
jupyter_notebook_config.json

2.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지시에 따라 귀하의 지역을 기입하십시오. 프롬프트를 비워 두
려면 .를 입력해야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인증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cd ~
$ mkdir ssl
$ cd ssl
$ openssl req -x509 -nodes -days 365 -newkey rsa:2048 -keyout mykey.key -out mycert.pem

Note

타사 서명된, 브라우저에서 보안 경고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SSL 인증서를 만들기를 원할 수 있습
니다. 이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Jupyter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

Jupyter 노트북 서버 시작 (p. 19)

Jupyter 노트북 서버 시작
이제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고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Jupyter 
서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jupyter notebook --certfile=~/ssl/mycert.pem --keyfile ~/ssl/mykey.key

서버를 시작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SSH 터널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실행되면 
Jupyter에서 서버가 실행 중임을 확인하는 출력값 일부가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localhost URL을 통해 서버
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콜아웃을 무시하십시오. 터널을 만들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Note

Jupyter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프레임워크를 전환할 때 Jupyter가 환경 변경을 처리합니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upyter를 사용하여 환경 전환 (p. 2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Jupyter 서버에 연결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p. 19)

Jupyter 서버에 연결하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Jupyter 노트북 서버에 연결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한 후 작업 영역의 서버에서 노트북을 생성 및 액세스
하고, 서버에서 딥 러닝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주제
• Windows 클라이언트 구성 (p. 20)
• Linux 또는 macOS 클라이언트 구성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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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ter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

Windows 클라이언트 구성
Prepare

SSH 터널 설정에 필요한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Amazon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이름입니다. EC2 콘솔에서 퍼블릭 DNS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프라이빗 키 파일에 대한 키 페어입니다. key pair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 의 Amazon EC2 키 페어 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Jupyter 노트북 사용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방법은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1. 인스턴스 연결 문제 해결
2. PuTTY를 사용하여 Windows에서 Linux 인스턴스에 연결

실행 중인 Jupyter 서버에 대한 터널을 만들려면 Windows 클라이언트에 Git Bash를 설치한 다음 Linux/
macOS 클라이언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포트 매핑을 사용하여 SSH 터널을 여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Jupyter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

Linux 또는 macOS 클라이언트 구성 (p. 20)

Linux 또는 macOS 클라이언트 구성
1. 터미널을 엽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로컬 포트 8888의 모든 요청을 원격 Amazon EC2 인스턴스의 포트 8888로 전달

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키 위치와 Amazon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이
름을 대체하여 명령을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Amazon Linux AMI의 경우 사용자 이름은 ubuntu가 아니
라 ec2-user입니다.

$ ssh -i ~/mykeypair.pem -N -f -L 8888:localhost:8888 ubuntu@ec2-###-##-##-
###.compute-1.amazonaws.com

이 명령은 클라이언트와 Jupyter 노트북 서버를 실행하는 원격 Amazon EC2 인스턴스 사이에 터널을 엽
니다.

다음 단계

Jupyter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하여 설정 테스트 (p. 20)

Jupyter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하여 설정 테스트
이제 Jupyter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 연결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1. 브라우저의 주소 막대에서 https://localhost:8888 URL을 입력하거나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2.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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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스스로 설정했으므로 계속해도 안전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고급”, “세부 정보 표시” 또는 유사
한 버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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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클릭한 다음 "localhost로 진행"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연결이 성공적인 경우 Jupyter 노트북 서버 
웹페이지가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에 설정한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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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Jupyter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

이제 DLAMI에서 실행되는 Jupyter 노트북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새 노트북을 생성하거나 자습
서 (p. 29)에서 제공된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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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콘다 DLAMI

DLAMI 사용
주제

• 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 사용하기 (p. 24)
• 딥 러닝 베이스 AMI 사용 (p. 27)
• Jupyter 노트북 자습서 실행 (p. 28)
• 자습서 (p. 29)

다음 섹션에서는 Conda를 사용한 Deep Learning AMI를 사용하여 환경을 전환하고, 각 프레임워크에서 샘플 
코드를 실행하고, Jupyter를 실행하여 다양한 노트북 자습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 사용하기
주제

•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소개 (p. 24)
• DLAMI에 로그인하세요 (p. 24)
• TensorFlow 환경 시작하기 (p. 25)
• PyTorch 파이썬 3 환경으로 전환하기 (p. 26)
• MXNet 파이썬 3 환경으로 전환하기 (p. 26)
• 환경 제거 (p. 27)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소개
Conda는 Windows, macOS 및 Linux에서 실행되는 오픈 소스 패키지 관리 시스템 및 환경 관리 시스템입니
다. Conda는 패키지 및 그 종속성을 빠르게 설치, 실행 및 업데이트합니다. Conda는 손쉬운 생성, 저장, 로드 
및 로컬 컴퓨터 환경 사이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Conda가 포함된 딥 러닝 AMI는 딥 러닝 환경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침은
conda를 사용한 몇 가지 기본명령을 안내합니다. 프레임워크의 기본 가져오기가 작동 중인지 여부와 프레임
워크를 통해 여러 단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DLAMI 또는 
각 프레임워크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있는 프레임워크 예제와 함께 제공되는 보다 자세한 자습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DLAMI에 로그인하세요
서버에 로그인한 다음 각기 다른 딥 러닝 프레임워크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conda 명령을 설명하는 
서버 MOTD(Message of the Day)가 보입니다. 아래는 예제 MOTD입니다. DLAMI의 새 버전이 출시되면 특
정 MOTD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te

v28AWS Deep Learning AMI 릴리스부터는 CNTK, Caffe, Caffe2, 테아노, 체이너 및 케라스 콘다 
환경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
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__|  __|_  ) 
       _|  (     /   Deep Learning AMI (Ubuntu 18.04) Version 40.0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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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TensorFlow 환경 시작하기

=============================================================================

Welcome to Ubuntu 18.04.5 LTS (GNU/Linux 5.4.0-1037-aws x86_64v)

Please use one of the following commands to start the required environment with the 
 framework of your choice:
for AWS MX 1.7 (+Keras2) with Python3 (CUDA 10.1 and Intel MKL-DN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mxnet_p36
for AWS MX 1.8 (+Keras2) with Python3 (CUDA + and Intel MKL-DNN)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mxnet_latest_p37
for AWS MX(+AWS Neuron) with Python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aws_neuron_mxnet_p36
for AWS MX(+Amazon Elastic Inference) with Python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amazonei_mxnet_p36
for TensorFlow(+Keras2) with Python3 (CUDA + and Intel MKL-DN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7
for Tensorflow(+AWS Neuron) with Python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aws_neuron_tensorflow_p36
for TensorFlow 2(+Keras2) with Python3 (CUDA 10.1 and Intel MKL-DNN) 
 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tensorflow2_p36
for TensorFlow 2.3 with Python3.7 (CUDA + and Intel MKL-DNN) 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tensorflow2_latest_p37
for PyTorch 1.4 with Python3 (CUDA 10.1 and Intel MK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pytorch_p36
for PyTorch 1.7.1 with Python3.7 (CUDA 11.0 and Intel MK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pytorch_latest_p37
for PyTorch (+AWS Neuron) with Python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aws_neuron_pytorch_p36
for base Python3 (CUDA 1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python3

각 Conda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source activate framework_python-version

예를 들어, 이 메시지는 해당 환경에 MXNetfor MXNet(+Keras1) with Python3 (CUDA 10.1) 
_____________________ source activate mxnet_p36, Keras 1, Python 3 및 CUDA 10.1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36

TensorFlow 환경 시작하기
Note

Conda 환경을 처음 시작할 때 로드되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Conda가 포함된 Deep Learning 
AMI는 프레임워크를 처음 활성화할 때 EC2 인스턴스에 가장 최적화된 버전의 프레임워크를 자동
으로 설치합니다. 이후에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1. 파이썬 3용 TensorFlow 가상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7

2.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tensorflow_37)$ ipython

3. 빠른 TensorFlow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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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PyTorch 파이썬 3 환경으로 전환하기

import tensorflow as tf
hello = tf.constant('Hello, TensorFlow!')
sess = tf.Session()
print(sess.run(hello))

"Hello, Tensorflow!"가 표시됩니다.

다음

Jupyter 노트북 자습서 실행 (p. 28)

PyTorch 파이썬 3 환경으로 전환하기
아직 IPython 콘솔을 사용하고 있다면 를 사용하고quit() 환경을 전환할 준비를 하세요.

• 파이썬 3용 PyTorch 가상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pytorch_p36

일부 PyTorch 코드 테스트
설치를 테스트하려면 Python을 사용하여 배열을 만들고 출력하는 PyTorch 코드를 작성하십시오.

1.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pytorch_p36)$ ipython

2. 임포트 PyTorch.

import torch

타사 패키지에 관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서명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3. 요소가 무작위로 초기화된 5x3 행렬을 만듭니다. 어레이를 출력합니다.

x = torch.rand(5, 3)
print(x)

결과를 확인합니다.

tensor([[0.3105, 0.5983, 0.5410], 
        [0.0234, 0.0934, 0.0371], 
        [0.9740, 0.1439, 0.3107], 
        [0.6461, 0.9035, 0.5715], 
        [0.4401, 0.7990, 0.8913]])

MXNet 파이썬 3 환경으로 전환하기
아직 IPython 콘솔을 사용하고 있다면 를 사용하고quit() 환경을 전환할 준비를 하세요.

• Python 3에 대한 MXNet 가상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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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환경 제거

일부 MXNet 코드 테스트
설치를 테스트하려면 Python을 사용하여 NDArray API를 사용하는 어레이를 생성 및 출력하는 MXNet 코드
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DArray API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mxnet_p36)$ ipython

2. MXNet을 가져옵니다.

import mxnet as mx

타사 패키지에 관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서명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3. 5x5 매트릭스, 요소가 0으로 초기화된 NDArray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어레이를 출력합니다.

mx.ndarray.zeros((5,5)).asnumpy()

결과를 확인합니다.

array([[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dtype=float32)

MXNet 자습서 단원에서 더 많은 MXNet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 제거
DLAMI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Conda 패키지를 제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nda env list
conda env remove –-name <env_name>

딥 러닝 베이스 AMI 사용
딥 러닝 베이스 AMI 사용
Base AMI는 GPU 드라이버 및 액셀러레이션 라이브러리의 기본 플랫폼과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 지정 딥 러
닝 환경을 배포합니다. 기본적으로 AMI는 엔비디아 CUDA 11.0 환경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CUDA 버전 간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CUDA 버전 구성
NVIDIAnvc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CUDA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vcc --version

다음 bash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CUDA 버전을 선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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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Jupyter 노트북

sudo rm /usr/local/cuda
sudo ln -s /usr/local/cuda-11.0 /usr/local/cuda

자세한 내용은 Base DLAMI 출시 정보를 참조하세요.

Jupyter 노트북 자습서 실행
튜토리얼과 예제는 각 딥 러닝 프로젝트의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대부분의 경우 모든 DLAMI에서 실행됩니
다.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을(를) 선택했다면 설정 및 시험 사용이 준비된 일부 자습서로부터 추
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Important

DLAMI에 설치된 Jupyter 노트북 자습서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Jupyter 노트북 서버 설
정 (p. 18) 합니다.

Jupyter 서버가 실행 중이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습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를 
실행하거나 Python 환경을 설정한 경우 Jupyter 노트북 인터페이스에서 Python 커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별 자습서 실행을 시도하기 전에 적절한 커널을 선택하십시오.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사용
자를 위한 추가 예제가 제공됩니다.

Note

대부분의 자습서에는 DLAMI에 설정되지 않은 추가 Python 모듈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xyz 
module not found" 오류가 발생하면 DLAMI에 로그인하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환경을 활성화
한 다음 필요한 모듈을 설치하십시오.
Tip

딥 러닝 자습서 및 예제는 주로 하나 이상의 GPU를 필요로 합니다. 인스턴스 유형에 GPU가 없는 
경우 일부 예제의 코드를 변경하여 이를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자습서 탐색
Jupyter 서버에 로그인하고 튜토리얼 디렉터리 (Conda를 사용하는 Deep Learning AMI에서만 해당) 를 볼 수 
있으면 각 프레임워크 이름별로 튜토리얼 폴더가 표시됩니다. 목록에 프레임워크가 표시되지 않으면 현재 
DLAMI에서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습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의 이름을 클릭하면 자
습서가 나열되고, 자습서를 클릭하면 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에서 노트북을 처음 실행하면 노트북은 어떤 환경을 사용할지 알고 싶
어할 것입니다. 선택할 목록이 표시됩니다. 각 환경은 이 패턴에 따라 이름이 지정됩니다.

Environment (conda_framework_python-version)

예를 들어 Environment (conda_mxnet_p36)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환경에 MXNet 및 Python 3가 있음
을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기타 변형은 Environment (conda_mxnet_p27)이며, 이는 환경에 MXNet 및 
Python 2가 있음을 간주합니다.

Tip

어떤 버전의 CUDA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DLAMI에 처음 로그인할 때 MOTD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Jupyter를 사용하여 환경 전환
다른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습서를 시험하기로 한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커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
는 Jupyter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상단, 로그아웃 버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pyter 메뉴 항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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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자습서

[Kernel]과 [Change Kernel]을 클릭한 다음 실행 중인 노트북에 맞는 환경을 클릭함으로써 열린 노트북의 커
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커널의 변경 사항이 이전에 실행했던 것의 상태를 삭제하기 때문에 셀을 재실행해야 합니다.

Tip

프레임워크 사이의 전환은 재미있고 교육적일 수 있지만 메모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발
생하기 시작하는 경우 Jupyter 서버를 실행 중인 터미널 창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유용한 메시
지와 오류 로깅이 있으며 out-of-memory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려면 Jupyter 서버
의 홈 페이지로 이동하여 [Running] 탭을 클릭하고 여전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이어서 모든 메모
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각 자습서에 대해 [Shutdown]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더 많은 각 프레임의 예제 및 샘플 코드를 확인하려면 [Next]를 클릭하거나 아파치 MXNet (인큐베이
팅) (p. 30) 단원으로 이동하십시오.

자습서
다음은 Conda 소프트웨어에서 딥 러닝 AM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습서입니다.

주제
• 10분 자습서 (p. 29)
• 프레임워크 활성화 (p. 29)
• 디버깅 및 시각화 (p. 43)
• 분산 교육 (p. 46)
• Elastic Fabric Adapter (p. 63)
• GPU 모니터링 및 최적화 (p. 75)
• DLAMI를 사용한AWS 인퍼런시아 칩 (p. 83)
• Graviton DLAMI (p. 98)
• 더 하바나 DLAMI (p. 105)
• 추론 (p. 106)
• ONNX로 프레임워크 사용 (p. 110)
• 모델 제공 (p. 118)

10분 자습서
• 시작AWS Deep Learning AMI (10분 후)
• Amazon EC2에서 DLC를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학습시키세요 (10분 이내)

프레임워크 활성화
다음은 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에 설치된 딥 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를 클릭하면 활성화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제
•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p. 30)
• Caffe2 (p. 31)
• Chainer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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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K (p. 33)
• Keras (p. 35)
• PyTorch (p. 36)
• TensorFlow (p. 37)
• TensorFlow 2 (p. 39)
•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p. 40)
•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2 (p. 41)
• Theano (p. 42)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아파치 MXNet 활성화 (인큐베이팅)
이 자습서에서는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Conda의 DLAMI) 를 실행하는 인스턴스에서 MXNet을 활성
화하고 MXNet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의 안정적인 Conda 패키지가 릴리스되면 DLAMI에 테스트되고 사전 설치됩니다. 테스트되지 않
은 최신 야간 구축을 실행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MXNet의 야간 구축 설치(실험) (p. 30)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LAMI에서 MXNet을 실행하려면

1.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 CUDA 9.0 및 MKL-DNN이 있는 Python 3의 MXNet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source activate mxnet_p36

• CUDA 9.0 및 MKL-DNN이 있는 Python 2의 MXNet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source activate mxnet_p27

2.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mxnet_p36)$ ipython

3. 빠른 MXNet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5x5 매트릭스, 요소가 0으로 초기화된 NDArray의 인스턴스를 생
성합니다. 어레이를 출력합니다.

import mxnet as mx
mx.ndarray.zeros((5,5)).asnumpy()

4. 결과를 확인합니다.

array([[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dtype=float32)

MXNet의 야간 구축 설치(실험)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의 MXNet Conda 환경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최신 MXNet 빌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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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구축에서 MXNet를 설치하려면

1. • Python 3 MXNet 환경을 위해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36

• Python 2 MXNet 환경을 위해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27

2. 현재 설치된 MXNet를 제거합니다.
Note

나머지 단계에서는 mxnet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mxnet_p36)$ pip uninstall mxnet-cu90mkl

3. MXNet의 최신 야간 구축을 설치합니다.

(mxnet_p36)$ pip install --pre mxnet-cu90mkl

4. 최신 야간 구축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려면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하고 MXNet의 버전을 점검
합니다.

(mxnet_p36)$ ipython

import mxnet
print (mxnet.__version__)

출력 시 MXNet의 최신 안정화 버전이 인쇄되어야 합니다.

추가 자습서
DLAMI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Deep Learning AMI with Conda 튜토리얼 폴더에서 더 많은 튜토리얼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ResNet 50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사용 (p. 108)
2. ONNX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사용 (p. 107)
3. Apache MXNet용 모델 서버(MMS) (p. 119)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프레임워크의 공식 파이썬 문서, MXNet용 파이썬 API 또는 Apache 
MXNe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affe2
Note

V28 릴리스부터 CNTK, Caffe, Caffe2 및 Theano Conda 환경은 더 이상 AWS Deep Learning AMI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Caffe2 자습서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에서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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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NN 7 지원 CUDA 9 옵션이 포함된 유일한 Python 2.

$ source activate caffe2_p27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caffe2_p27)$ ipython

빠른 Caffe2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from caffe2.python import workspace, model_helper
import numpy as np
# Create random tensor of three dimensions
x = np.random.rand(4, 3, 2)
print(x)
print(x.shape)
workspace.FeedBlob("my_x", x)
x2 = workspace.FetchBlob("my_x")
print(x2)

출력된 최초 numpy 임의 어레이가 표시되고, 이는 Caffe2 BLOB에 로드됩니다. 로드 이후에는 동일함을 참
고하십시오.

추가 자습서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는 프레임워크의 공식 파이썬 문서, Caffe2용 파이썬 API 및 Caffe2 웹사이트를 참
조하십시오.

Chainer
Note

v28AWS Deep Learning AMI 릴리스부터는 더 이상 체이너 콘다 환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
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Chainer는 쉽고 직관적으로 복잡한 신경망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작성하는 유연한 Python 기반 프레임워크
입니다. Chainer를 사용하여 손쉽게 교육용 다중 GPU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iner는 또한 자동
으로 결과, 그래프 손실 및 정확성을 로그하고, 컴퓨팅 그래프를 통해 신경망 네트워크 시각화에 대한 출력을 
생산합니다. 이는 콘다를 이용한 딥러닝 AMI (콘다를 이용한 DLAMI)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hainer 활성화

1.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를 실행하는 인스턴스에 Connect. 인스턴스 선택the section called “인스
턴스 선택” (p. 6) 또는 연결 방법에 대한 내용은 또는 Amazon EC2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 Python 3 Chainer 환경 활성화:

$ source activate chainer_p36

• Python 2 Chainer 환경 활성화:

$ source activate chainer_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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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chainer_p36)$ ipython

4. Chainer 가져오기를 테스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import chainer

몇 가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지만,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정보

• Chainer (p. 46)에 관한 자습서를 사용해보십시오.
• 앞서 다운로드한 소스 내 Chainer 예제 폴더에는 더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시험하여 어떻게 작동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Chain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ainer 설명서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NTK
Note

V28 릴리스부터 CNTK, Caffe, Caffe2 및 Theano Conda 환경은 더 이상 AWS Deep Learning AMI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CNTK 활성화

이 자습서에서는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Conda의 DLAMI) 를 실행하는 인스턴스에서 CNTK를 활성
화하고 CNTK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의 안정적인 Conda 패키지가 릴리스되면 DLAMI에 테스트되고 사전 설치됩니다. 테스트되지 않
은 최신 야간 구축을 실행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CNTK 야간 구축 설치(실험) (p. 34)를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콘다를 사용하여 DLAMI에서 CNTK를 실행하려면

1. CNTK를 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
스턴스를 엽니다.
• Python 3(cuDNN 7 지원 CUDA 9 지원):

$ source activate cntk_p36

• Python 2(cuDNN 7 지원 CUDA 9 지원):

$ source activate cntk_p27

2.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cntk_p36)$ ipython

3. • CPU 인스턴스가 있으면 이 빠른 CNTK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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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cntk as C
C.__version__
c = C.constant(3, shape=(2,3))
c.asarray()

CNTK 버전과 3의 2x3 어레이 출력이 보입니다.
• GPU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다음 코드 예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True인 경우 CNTK가 

GPU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from cntk.device import try_set_default_device, gpu
try_set_default_device(gpu(0))

CNTK 야간 구축 설치(실험)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의 CNTK Conda 환경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최신 CNTK 빌드를 설치할 수 있
습니다.

야간 구축에서 CNTK를 설치하려면

1. • CUDA 9.0 및 MKL-DNN이 있는 Python 3의 CNTK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cntk_p36

• CUDA 9.0 및 MKL-DNN이 있는 Python 2의 CNTK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cntk_p27

2. 나머지 단계에서는 cntk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설치된 CNTK를 제거합니다.

(cntk_p36)$ pip uninstall cntk

3. CNTK 야간 빌드를 설치하려면 먼저 CNTK 야간 웹사이트에서 설치하려는 버전을 찾아야 합니다.
4. • (GPU 인스턴스 옵션) - 야간 빌드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여 원하는 빌드에 대체합니다.

(cntk_p36)$ pip install https://cntk.ai/PythonWheel/GPU/latest-nightly-build

이전 명령의 URL을 현재 Python 환경의 GPU 버전으로 바꿉니다.
• (CPU 인스턴스 옵션) - 야간 빌드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여 원하는 빌드에 대체합니다.

(cntk_p36)$ pip install https://cntk.ai/PythonWheel/CPU-Only/latest-nightly-build

이전 명령의 URL을 현재 Python 환경의 CPU 버전으로 바꿉니다.
5. 최신 야간 구축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려면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하고 CNTK의 버전을 점검

합니다.

(cntk_p36)$ ipython

import cntk
print (cntk.__version__)

출력은 2.6-rc0.dev20181015와 비슷하게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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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습서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프레임워크의 공식 Python 문서, CNTK용 Python API 또는 CNTK 웹 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Keras
Keras 자습서

1.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콘다 DLAMI” (p. 24) CLI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
시오.
• Keras 2(cuDNN 7 지원 CUDA 9을 사용하는 Python 3의 MXNet 백엔드 사용):

$ source activate mxnet_p36

• Keras 2(cuDNN 7 지원 CUDA 9을 사용하는 Python 2의 MXNet 백엔드 사용):

$ source activate mxnet_p27

• cuDNN 7을 사용하는 CUDA 9를 사용하는 파이썬 3에 TensorFlow 백엔드가 있는 케라스 2의 경우: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6

• cuDNN 7을 사용하는 CUDA 9를 사용하는 파이썬 2에 TensorFlow 백엔드가 있는 케라스 2의 경우: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27

2. Keras 가져오기를 테스트하여 어떤 백엔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
오.

$ ipython
import keras as k

화면에 다음 내용이 표시됩니다.

Using MXNet backend

Keras가 를 사용하는 TensorFlow 경우 다음이 표시됩니다.

Using TensorFlow backend

Note

오류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백엔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 Keras 구성을 수동으로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keras/keras.json 파일을 편집하여 백엔드 설정을 mxnet 또는
tensorflow로 변경합니다.

추가 자습서

• MXNet 백엔드 Keras를 사용하는 다중 GPU 자습서의 경우 Keras-MXNet 다중 GPU 교육 자습
서 (p. 56)을 참조하십시오.

• Conda가 포함된 딥 러닝 AMI~/examples/keras-mxnet 디렉터리에서 MXNet 백엔드를 사용하는 
Keras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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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a가 포함된 딥 러닝 AMI~/examples/keras 디렉터리에서 TensorFlow 백엔드가 있는 Keras의 예
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자습서 및 예제는 Keras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PyTorch
활성화하는 중 PyTorch
프레임워크의 안정적인 Conda 패키지가 릴리스되면 DLAMI에 테스트되고 사전 설치됩니다. 테스트되지 않
은 최신 야간 구축을 실행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PyTorch인스톨리 빌드 (실험용) (p. 36)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현재 설치된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에서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CUDA 10과 MKL-DNN을 사용하는 파이썬 3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yTorch

$ source activate pytorch_p36

CUDA 10과 MKL-DNN을 사용하는 파이썬 2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yTorch

$ source activate pytorch_p27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pytorch_p36)$ ipython

빠른 PyTorch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import torch
x = torch.rand(5, 3)
print(x)
print(x.size())
y = torch.rand(5, 3)
print(torch.add(x, y))

출력된 최초 임의 어레이와 그 키기, 그리고 또 다른 임의 어레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yTorch인스톨리 빌드 (실험용)
야간 PyTorch 빌드에서 설치하는 방법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의 PyTorch Conda 환경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최신 PyTorch 빌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 (파이썬 3용 옵션) - 파이썬 3 PyTorch 환경 활성화:

$ source activate pytorch_p36

• (파이썬 2용 옵션) - 파이썬 2 PyTorch 환경 활성화:

$ source activate pytorch_p27

2. 나머지 단계에서는 pytorch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설치된 파일을 제거합니
다 PyTorch.

(pytorch_p36)$ pip uninstall 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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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GPU 인스턴스용 옵션) - CUDA 10.0을 PyTorch 사용하여 최신 야간 빌드를 설치합니다.

(pytorch_p36)$ pip install torch_nightly -f https://download.pytorch.org/whl/
nightly/cu100/torch_nightly.html

• (CPU 인스턴스용 옵션) - GPU가 없는 PyTorch 인스턴스용 최신 야간 빌드를 설치합니다.

(pytorch_p36)$ pip install torch_nightly -f https://download.pytorch.org/whl/
nightly/cpu/torch_nightly.html

4. 최신 야간 빌드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하고 의 버전을 확인하세
요 PyTorch.

(pytorch_p36)$ ipython

import torch
print (torch.__version__)

출력은 1.0.0.dev20180922와 비슷하게 인쇄됩니다.
5. PyTorch 야간 빌드가 MNIST 예제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PyTorch 의 예제 리포지토리에서 테스

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ytorch_p36)$ cd ~
(pytorch_p36)$ git clone https://github.com/pytorch/examples.git pytorch_examples
(pytorch_p36)$ cd pytorch_examples/mnist
(pytorch_p36)$ python main.py || exit 1

추가 자습서

DLAMI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Conda가 포함된 딥 러닝 AMI 튜토리얼 폴더에서 더 많은 튜토리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습서 및 예제는 프레임워크의 공식 PyTorch 문서, 설명서 및 PyTorch웹 사이트를 참조하십
시오.

•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p. 117)
•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p. 115)

TensorFlow
활성화하는 중 TensorFlow

이 자습서에서는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Conda의 DLAMI) 를 실행하는 TensorFlow 인스턴스에서 활
성화하고 TensorFlow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의 안정적인 Conda 패키지가 릴리스되면 DLAMI에 테스트되고 사전 설치됩니다. 테스트되지 않
은 최신 야간 구축을 실행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TensorFlow인스톨리 빌드 (실험용) (p. 38)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콘다와 함께 TensorFlow DLAMI에서 실행하려면

1. TensorFlow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 CUDA 9.0 TensorFlow 및 MKL-DNN을 사용하는 파이썬 3에서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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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6

• CUDA 9.0 TensorFlow 및 MKL-DNN을 사용하는 파이썬 2에서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
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27

2.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tensorflow_p36)$ ipython

3. TensorFlow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import tensorflow as tf
hello = tf.constant('Hello, TensorFlow!')
sess = tf.Session()
print(sess.run(hello))

화면에 Hello, TensorFlow!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TensorFlow인스톨리 빌드 (실험용)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의 TensorFlow Conda 환경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최신 TensorFlow 빌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야간 TensorFlow 빌드에서 설치하려면

1. • Python 3 TensorFlow 환경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6

• Python 2 TensorFlow 환경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27

2. 현재 설치된 것을 제거합니다 TensorFlow.

Note

나머지 단계에서는 tensorflow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tensorflow_p36)$ pip uninstall tensorflow

3. 최신 야간 빌드를 설치합니다 TensorFlow.

(tensorflow_p36)$ pip install tf-nightly

4. 최신 야간 빌드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하고 의 버전을 확인하세
요 TensorFlow.

(tensorflow_p36)$ ipython

import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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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tensorflow.__version__)

출력은 1.12.0-dev20181012와 비슷하게 인쇄됩니다.

추가 자습서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p. 56)

TensorBoard (p. 45)

TensorFlow 서빙 (p. 120)

자습서를 보려면Deep Learning AMI with Conda tutorials DLAMI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폴더를 
참조하십시오.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TensorFlow Python API TensorFlow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TensorFlow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TensorFlow 2
이 자습서에서는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Conda의 DLAMI) 를 실행하는 인스턴스에서 TensorFlow 2
를 활성화하고 TensorFlow 2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의 안정적인 Conda 패키지가 릴리스되면 DLAMI에 테스트되고 사전 설치됩니다. 테스트되지 않
은 최신 야간 구축을 실행하려는 경우 수동으로  TensorFlow 2 나이틀리 빌드 설치 (실험용) (p. 39)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TensorFlow 2

콘다와 함께 TensorFlow DLAMI에서 실행하려면

1. TensorFlow 2를 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2. CUDA 10.1 및 MKL-DNN을 사용하는 파이썬 3의 2와 케라스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TensorFlow

$ source activate tensorflow2_p36

3.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tensorflow2_p36)$ ipython

4. TensorFlow 2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import tensorflow as tf
hello = tf.constant('Hello, TensorFlow!')
tf.print(hello)

화면에 Hello, TensorFlow!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TensorFlow 2 나이틀리 빌드 설치 (실험용)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의 두 Conda 환경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최신 TensorFlow TensorFlow 2 빌드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9

https://www.tensorflow.org/api_docs/python/
https://www.tensorflow.org


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프레임워크 활성화

야간 TensorFlow 빌드에서 설치하려면

1. Python 3 TensorFlow 2 환경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2_p36

2. 현재 설치된 것을 제거합니다 TensorFlow.
Note

나머지 단계에서는 tensorflow2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tensorflow2_p36)$ pip uninstall tensorflow

3. 최신 야간 빌드를 설치합니다 TensorFlow.

(tensorflow2_p36)$ pip install tf-nightly

4. 최신 야간 빌드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하고 의 버전을 확인하세
요 TensorFlow.

(tensorflow2_p36)$ ipython

import tensorflow
print (tensorflow.__version__)

출력은 2.1.0-dev20191122와 비슷하게 인쇄됩니다.

추가 자습서
자습서를 보려면Deep Learning AMI with Conda tutorials DLAMI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폴더를 
참조하십시오.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TensorFlow Python API TensorFlow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TensorFlow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이 튜토리얼에서는 Conda를 TensorFlow 사용하여AWS Deep Learning AMI (DLAMI) 에서 Horovod를 사
용하여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Horovod는 Conda 환경에 사전 설치되어 TensorFlow 있습니다. 
Python3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현재는 P3.*, P2.* 및 G3.* 인스턴스 유형만 지원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LAMI에서 호로보드를 TensorFlow 활성화하고 테스트하려면

1.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DLAMI 시작에 관한 도움말은 섹션을 참조하세요the section called “DLAMI를 시작하는 방법” (p. 3).

2. (권장) CUDA 11이 설치된 파이썬 3에서 Horovod를 사용하는 TensorFlow 1.15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
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7 
          

3.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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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orflow_p37)$ ipython

4. TensorFlow Horovod로 임포트를 테스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import horovod.tensorflow as hvd
hvd.init()

화면에 다음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경고 메시지는 무시해도 됨).

--------------------------------------------------------------------------
[[55425,1],0]: A high-performance Open MPI point-to-point messaging module
was unable to find any relevant network interfaces:

Module: OpenFabrics (openib) 
  Host: ip-172-31-72-4

Another transport will be used instead, although this may result in
lower performance.
-------------------------------------------------------------------------- 
             

추가 정보

•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p. 56)
• 자습서는 DLAMI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examples/horovod 폴더를 참조하십시오.
•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Horovod GitHub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2
이 튜토리얼에서는 Conda를 사용하여AWS Deep Learning AMI (DLAMI) 에서 호로보드로 TensorFlow 2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Horovod는 Conda 환경에 TensorFlow 2 인용으로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Python3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현재는 P3.*, P2.* 및 G3.* 인스턴스 유형만 지원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LAMI에서 TensorFlow 2를 활성화하고 호로보드를 테스트하려면

1.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DLAMI 시작에 관한 도움말은 섹션을 참조하세요the section called “DLAMI를 시작하는 방법” (p. 3).
• (권장) CUDA 10이 설치된 파이썬 3에서 Horovod를 사용하는 TensorFlow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

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2_p36 
          

• CUDA 10을 사용하는 파이썬 2에서 Horovod를 사용하는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TensorFlow

$ source activate tensorflow2_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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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tensorflow2_p36)$ ipython

3. Horovod로 TensorFlow 2를 가져오는 것을 테스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import horovod.tensorflow as hvd
hvd.init()

출력이 수신되지 않으면 Horovod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다음 내용이 표시될 수 있
습니다(경고 메시지는 무시해도 됨).

--------------------------------------------------------------------------
[[55425,1],0]: A high-performance Open MPI point-to-point messaging module
was unable to find any relevant network interfaces:

Module: OpenFabrics (openib) 
  Host: ip-172-31-72-4

Another transport will be used instead, although this may result in
lower performance.
-------------------------------------------------------------------------- 
             

추가 정보

• 자습서는 DLAMI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examples/horovod 폴더를 참조하십시오.
•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Horovod GitHub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Theano
Theano 자습서

Note

V28 릴리스부터 CNTK, Caffe, Caffe2 및 Theano Conda 환경은 더 이상 AWS Deep Learning AMI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에서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Python 3의 Theano + Keras(cuDNN 7 지원 CUDA 9 지원):

$ source activate theano_p36 
          

Python 2의 Theano + Keras(cuDNN 7 지원 CUDA 9 지원):

$ source activate theano_p27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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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no_p36)$ ipython

빠른 Theano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import numpy
import theano
import theano.tensor as T
from theano import pp
x = T.dscalar('x')
y = x ** 2
gy = T.grad(y, x)
pp(gy)

Theano 연산이 심볼 그래디언트로 보입니다.

추가 자습서
추가 튜토리얼과 예제는 프레임워크의 공식 문서, Theano Python API 및 Thean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디버깅 및 시각화
DLAMI의 디버깅 및 시각화 옵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옵션 중 한 가지를 클릭하여 사용법을 알아보십시오.

주제
• MXBoard (p. 43)
• TensorBoard (p. 45)

MXBoard
MXBoard를 사용하면 TensorBoar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MXNet 실행 및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XBoard 시각화를 통해 보기 및 상호 작용하는 웹 페이지 역할을 하는 웹 서버를 실행
합니다.

MXNet 및 MXBoard에는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 (Conda를 사용하는 DLAMI) 가 사전 설치되
어 있습니다. TensorBoard 이 자습서에서는 MXBoard 함수를 사용하여 와 호환되는 로그를 생성합니다 
TensorBoard.

주제
• MXBoard를 이용한 MXNet 사용 (p. 43)
• 추가 정보 (p. 45)

MXBoard를 이용한 MXNet 사용

호환 가능한 MxBoard 로그 데이터 생성 TensorBoard

1.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에 Connect.
2. Python 3 MXNet 환경 활성화입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36

3. 일반 연산자 파일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이벤트 파일에 쓰는 Python 스크립트 파일을 준비합니다. 
데이터는 표준편차가 감소한 채 10회 생성되고, 매번 이벤트 파일에 씁니다. 데이터 배포가 평균 값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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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 점진적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그 폴더에서 이벤트 파일을 지정합니다. 이 폴더 경로를 
TensorBoard 바이너리에 전달합니다.

$ vi mxboard_normal.py

4. 파일에 다음을 붙여넣고 저장합니다.

import mxnet as mx
from mxboard import SummaryWriter

with SummaryWriter(logdir='./logs') as sw: 
    for i in range(10): 
        # create a normal distribution with fixed mean and decreasing std 
        data = mx.nd.normal(loc=0, scale=10.0/(i+1), shape=(10, 3, 8, 8)) 
        sw.add_histogram(tag='norml_dist', values=data, bins=200, global_step=i) 
               

5.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logs 폴더에 로그가 생성되고, 이를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ython mxboard_normal.py

6. 이제 사용할 TensorFlow TensorBoard 환경과 MXBoard로 전환하여 로그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이는 
MXBoard 및 의 필수 종속성입니다 TensorBoard.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6

7. 로그의 위치를 tensorboard로 전달합니다.

$ tensorboard --logdir=./logs --host=127.0.0.1 --port=8888

TensorBoard 포트 8888에서 시각화 웹 서버를 시작합니다.
8. 로컬 브라우저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웹 서버 포트를 포트 80 또는 다른 포트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어떤 포트를 사용하든 DLAMI용 EC2 보안 그룹에서 이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아니면 포트 전송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보안 그룹 설정의 변경 및 포트 전송을 위한 지침은 Jupyter 노트북 서버 설
정 (p. 1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설정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Note

Jupyter 서버와 MXBoard 서버를 모두 실행해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포트를 사용합니다.
9. EC2 인스턴스에서 포트 8888(또는 시각화 웹 서버에 할당한 포트)을 엽니다.

a. Amazon EC2 콘솔에서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ec2/
b. Amazon EC2 콘솔에서 네트워크 및 보안을 선택한 다음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c. [Security Group]에서 가장 최근에 생성된 것을 선택합니다(설명의 타임스탬프 참조).
d. [Inbound] 탭을 선택한 다음 [Edit]를 선택합니다.
e. 규칙 추가(Add Rule)를 선택합니다.
f. 새 행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유형 : 사용자 지정 TCP Rule

프로토콜: TCP

Port Range: 8888(또는 시각화 웹 서버에 할당한 포트)

소스: Custom IP (specify address/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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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로컬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렌더링 중
인 데이터를 로컬 머신으로 전달합니다.

$ ssh -Y -L localhost:8888:localhost:8888 user_id@ec2_instance_ip

11. Conda와 함께 DLAMI를 실행하는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또는 DNS 주소와 MXBoard용으로 연 포
트를 사용하여 MXBoard 시각화를 위한 웹 페이지를 엽니다.

http://127.0.0.1:8888

추가 정보

MXBoar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MXBoard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TensorBoard
TensorBoard TensorFlow 런과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검사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ensorBoard 시각화를 
보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서버를 실행합니다.

TensorFlow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 (Conda를 사용하는 DLAMI) 와 함께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TensorBoard Conda가 포함된 DLAMI에는 추가 로깅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MNIST 모델을 TensorFlow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예제 스크립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NIST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인식 모델을 교
육하는 데 사용되는 수기 숫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MNIST 모델을 
TensorBoard 훈련하고 로그를 사용하여 시각화를 만듭니다.

주제
• 다음을 사용하여 MNIST 모델을 훈련하고 학습을 시각화하세요. TensorBoard (p. 45)
• 추가 정보 (p. 46)

다음을 사용하여 MNIST 모델을 훈련하고 학습을 시각화하세요. TensorBoard

다음을 사용하여 MNIST 모델 학습을 시각화하세요 TensorBoard

1.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에 Connect.
2. Python 2.7 TensorFlow 환경을 활성화하고 TensorBoard 예제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27
$ cd ~/examples/tensorboard/

3. 확장 로깅 기능이 활성화된 MNIST 모델을 교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 python mnist_with_summaries.py

이 스크립트는 /tmp/tensorflow/mnist에 로그를 씁니다.
4. 로그의 위치를 tensorboard로 전달합니다.

$ tensorboard --logdir=/tmp/tensorflow/mnist

TensorBoard 포트 6006에서 시각화 웹 서버를 시작합니다.
5. 로컬 브라우저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웹 서버 포트를 포트 80 또는 다른 포트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어떤 포트를 사용하든 DLAMI용 EC2 보안 그룹에서 이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아니면 포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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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보안 그룹 설정의 변경 및 포트 전송을 위한 지침은 Jupyter 노트북 서버 설
정 (p. 1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설정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Note

Jupyter 서버와 서버를 모두 실행해야 하는 TensorBoard 경우 각각 다른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6. EC2 인스턴스에서 포트 6006(또는 시각화 웹 서버에 할당한 포트)을 엽니다.

a. Amazon EC2 콘솔에서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ec2/
b. Amazon EC2 콘솔에서 네트워크 및 보안을 선택한 다음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c. 보안 그룹에서 가장 최근에 생성된 것을 선택합니다(설명의 타임스탬프 참조).
d. [Inbound] 탭을 선택한 다음 [Edit]를 선택합니다.
e. 규칙 추가(Add Rule)를 선택합니다.
f. 새 행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유형 : 사용자 지정 TCP Rule

프로토콜: TCP

Port Range: 6006(또는 시각화 웹 서버에 할당한 포트)

소스: Custom IP (specify address/range)
7. Conda와 함께 DLAMI를 실행하는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또는 DNS 주소와 열었던 포트를 사용하여 

TensorBoard 시각화를 위한 웹 페이지를 엽니다 TensorBoard.

http:// YourInstancePublicDNS:6006

추가 정보

자세한 TensorBoard 내용은 TensorBoard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분산 교육
DLAMI가 여러 GPU를 사용한 트레이닝을 위해 제공하는 옵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성능 향상을 위해 옵션 
중 하나를 Elastic Fabric Adapter (p. 63) 클릭하여 사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제
• Chainer (p. 46)
• MXNet를 이용한 Keras (p. 55)
•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p. 56)

Chainer
Note

v28AWS Deep Learning AMI 릴리스부터는 더 이상 체이너 콘다 환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
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Chainer는 쉽고 직관적으로 복잡한 신경망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작성하는 유연한 Python 기반 프레임워크
입니다. Chainer를 사용하여 손쉽게 교육용 다중 GPU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iner는 또한 자동
으로 결과, 그래프 손실 및 정확성을 로그하고, 컴퓨팅 그래프를 통해 신경망 네트워크 시각화에 대한 출력을 
생산합니다. 이는 콘다를 이용한 딥러닝 AMI (콘다를 이용한 DLAMI)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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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는 다중 GPU, 단일 GPU 및 CPU를 교육하고 시각화를 생성하며 Chainer 설치를 테스트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주제
• Chainer를 사용한 모델 교육 (p. 47)
• Chainer를 사용한 다중 GPU 교육  (p. 47)
• Chainer를 사용한 단일 GPU 교육  (p. 49)
• Chainer를 사용하여 CPU를 통해 교육 (p. 50)
• 결과 그래프 작성 (p. 51)
• Chainer 테스트 (p. 55)
• 추가 정보 (p. 55)

Chainer를 사용한 모델 교육

이 자습서는 예제 Chainer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MNIST 데이터 세트로 모델을 교육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MNIST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인식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수기 숫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습서에서
는 또한 CPU와 하나 이상의 GPU에서의 교육 속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Chainer를 사용한 다중 GPU 교육

다중 GPU를 교육하려면

1.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를 실행하는 인스턴스에 Connect. 인스턴스 선택the section called “인스
턴스 선택” (p. 6) 또는 연결 방법에 대한 내용은 또는 Amazon EC2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습서를 
실행하려면 GPU가 최소 2개인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2. Python 3 Chainer 환경 활성화:

$ source activate chainer_p36

3. 최신 자습서를 얻으려면 Chainer 리포지토리를 복제하고, 예제 폴더를 탐색합니다.

(chainer_p36) :~$ cd ~/src
(chainer_p36) :~/src$ CHAINER_VERSION=v$(python -c "import chainer; 
 print(chainer.__version__)")
(chainer_p36) :~/src$ git clone -b $CHAINER_VERSION https://github.com/chainer/
chainer.git
(chainer_p36) :~/src$ cd chainer/examples/mnist

4. train_mnist_data_parallel.py 스크립트에서 예제를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는 
Conda가 포함된 딥 러닝 AMI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GPU를 사용합니다. 스크립트는 최대 2개의 GPU
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최초 2개 이후의 모든 GPU는 무시합니다. 하나 또는 두 개를 자동으로 감지합
니다. GPU 없이 인스턴스를 실행 중인 경우 이 자습서에서 이후에 나오는 Chainer를 사용하여 CPU를 
통해 교육 (p. 50) 단원으로 건너뜁니다.

(chainer_p36) :~/src/chainer/examples/mnist$ python train_mnist_data_parallel.py

Note

이 예제에서는 DLAMI에 포함되지 않은 베타 기능이 포함되어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반환합니
다.
chainerx ModuleNotFoundError: No module named 'chainerx'

Chainer 스크립트가 MNIS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모델을 교육하는 동안 각 epoch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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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동안 예제 출력이 표시됩니다. 다음 예제 출력은 p3.8xlarge 인스턴스에
서 실행되었습니다. 스크립트의 출력에서 "GPU: 0, 1"이 표시됩니다. 이는 4개의 사용 가능한 GPU 가운
데 최초 2개를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전체 수 대신 0부터 시작하는 GPU 인덱
스를 사용합니다.

GPU: 0, 1

# unit: 1000
# Minibatch-size: 400
# epoch: 20

epoch       main/loss   validation/main/loss  main/accuracy  validation/main/accuracy  
 elapsed_time
1           0.277561    0.114709              0.919933       0.9654                    
 6.59261        
2           0.0882352   0.0799204             0.973334       0.9752                    
 8.25162        
3           0.0520674   0.0697055             0.983967       0.9786                    
 9.91661        
4           0.0326329   0.0638036             0.989834       0.9805                    
 11.5767        
5           0.0272191   0.0671859             0.9917         0.9796                    
 13.2341        
6           0.0151008   0.0663898             0.9953         0.9813                    
 14.9068        
7           0.0137765   0.0664415             0.995434       0.982                     
 16.5649        
8           0.0116909   0.0737597             0.996          0.9801                    
 18.2176        
9           0.00773858  0.0795216             0.997367       0.979                     
 19.8797        
10          0.00705076  0.0825639             0.997634       0.9785                    
 21.5388        
11          0.00773019  0.0858256             0.9978         0.9787                    
 23.2003        
12          0.0120371   0.0940225             0.996034       0.9776                    
 24.8587        
13          0.00906567  0.0753452             0.997033       0.9824                    
 26.5167        
14          0.00852253  0.082996              0.996967       0.9812                    
 28.1777        
15          0.00670928  0.102362              0.997867       0.9774                    
 29.8308        
16          0.00873565  0.0691577             0.996867       0.9832                    
 31.498         
17          0.00717177  0.094268              0.997767       0.9802                    
 33.152         
18          0.00585393  0.0778739             0.998267       0.9827                    
 34.8268        
19          0.00764773  0.107757              0.9975         0.9773                    
 36.4819        
20          0.00620508  0.0834309             0.998167       0.9834                    
 38.1389        
         

5. 교육을 실행 중인 동안 GPU 사용률을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어떤 GPU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하고 로드
를 볼 수 있습니다. NVIDIA에서 이에 대한 도구를 제공하며, nvidia-smi 명령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률의 스냅샷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를 Linux 명령 watch와 결합하는 것이 더
욱 유익합니다. 다음 명령은 watch와 nvidia-smi를 사용하여 0.1초마다 현재 GPU 사용률을 새로 고
칩니다. DLAMI에 또 다른 터미널 세션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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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er_p36) :~$ watch -n0.1 nvidia-smi

다음 결과와 유사한 출력이 표시됩니다. ctrl-c를 사용하여 도구를 닫습니다. 또는 첫 번째 터미널 세
션에서 다른 예제를 시험하는 동안 그대로 실행하도록 둘 수도 있습니다.

Every 0.1s: nvidia-smi                                   Wed Feb 28 00:28:50 2018

Wed Feb 28 00:28:50 2018
+-----------------------------------------------------------------------------+
| NVIDIA-SMI 384.111                Driver Version: 384.111                   |
|-------------------------------+----------------------+----------------------+
| GPU  Name        Persistence-M| Bus-Id        Disp.A | Volatile Uncorr. ECC |
| Fan  Temp  Perf  Pwr:Usage/Cap|         Memory-Usage | GPU-Util  Compute M. |
|===============================+======================+======================|
|   0  Tesla V100-SXM2...  On   | 00000000:00:1B.0 Off |                    0 |
| N/A   46C    P0    56W / 300W |    728MiB / 16152MiB |     10%      Default |
+-------------------------------+----------------------+----------------------+
|   1  Tesla V100-SXM2...  On   | 00000000:00:1C.0 Off |                    0 |
| N/A   44C    P0    53W / 300W |    696MiB / 16152MiB |      4%      Default |
+-------------------------------+----------------------+----------------------+
|   2  Tesla V100-SXM2...  On   | 00000000:00:1D.0 Off |                    0 |
| N/A   42C    P0    38W / 300W |     10MiB / 16152MiB |      0%      Default |
+-------------------------------+----------------------+----------------------+
|   3  Tesla V100-SXM2...  On   | 00000000:00:1E.0 Off |                    0 |
| N/A   46C    P0    40W / 300W |     10MiB / 16152MiB |      0%      Default |
+-------------------------------+----------------------+----------------------+

+-----------------------------------------------------------------------------+
| Processes:                                                       GPU Memory |
|  GPU       PID   Type   Process name                             Usage      |
|=============================================================================|
|    0     54418      C   python                                       718MiB |
|    1     54418      C   python                                       686MiB |
+-----------------------------------------------------------------------------+

이 예제에서 GPU 0과 GPU 1은 활성 상태이지만 GPU 2와 3은 그렇지 않습니다. GPU당 메모리 사용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6. 교육이 완료되면 첫 번째 터미널 세션의 경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예제에서의 경과 시간은 38.1389초입
니다.

Chainer를 사용한 단일 GPU 교육

이 예는 단일 GPU를 교육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용 가능한 GPU가 단 하나인 경우 또는 다중 GPU 교육
이 Chainer를 통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hainer를 사용하여 단일 GPU를 교육하려면

• 이 예제에서는 또 다른 스크립트인 train_mnist.py를 사용하고, --gpu=0 인수를 사용하여 GPU 
0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른 GPU가 nvidia-smi 콘솔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
gpu=1을 사용하여 스크립트가 GPU 번호 1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hainer_p36) :~/src/chainer/examples/mnist$ python train_mnist.py --gpu=0

GPU: 0
# unit: 1000
# Minibatch-siz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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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ch: 20

epoch       main/loss   validation/main/loss  main/accuracy  validation/main/accuracy  
 elapsed_time
1           0.192348    0.0909235             0.940934       0.9719                    
 5.3861         
2           0.0746767   0.069854              0.976566       0.9785                    
 8.97146        
3           0.0477152   0.0780836             0.984982       0.976                     
 12.5596        
4           0.0347092   0.0701098             0.988498       0.9783                    
 16.1577        
5           0.0263807   0.08851               0.991515       0.9793                    
 19.7939        
6           0.0253418   0.0945821             0.991599       0.9761                    
 23.4643        
7           0.0209954   0.0683193             0.993398       0.981                     
 27.0317        
8           0.0179036   0.080285              0.994149       0.9819                    
 30.6325        
9           0.0183184   0.0690474             0.994198       0.9823                    
 34.2469        
10          0.0127616   0.0776328             0.996165       0.9814                    
 37.8693        
11          0.0145421   0.0970157             0.995365       0.9801                    
 41.4629        
12          0.0129053   0.0922671             0.995899       0.981                     
 45.0233        
13          0.0135988   0.0717195             0.995749       0.9857                    
 48.6271        
14          0.00898215  0.0840777             0.997216       0.9839                    
 52.2269        
15          0.0103909   0.123506              0.996832       0.9771                    
 55.8667        
16          0.012099    0.0826434             0.996616       0.9847                    
 59.5001        
17          0.0066183   0.101969              0.997999       0.9826                    
 63.1294        
18          0.00989864  0.0877713             0.997116       0.9829                    
 66.7449        
19          0.0101816   0.0972672             0.996966       0.9822                    
 70.3686        
20          0.00833862  0.0899327             0.997649       0.9835                    
 74.0063 

이 예제에서는 단일 GPU 실행 시 약 2배가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제에서 크기가 더 큰 모델이나 데이
터베이스를 교육하면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실험으로 GPU 성능을 평가하십시오.

Chainer를 사용하여 CPU를 통해 교육
이제 CPU 전용 모드에서 교육을 시도하겠습니다. 인수 없이 동일한 스크립트인 python 
train_mnist.py를 실행합니다.

(chainer_p36) :~/src/chainer/examples/mnist$ python train_mnist.py

출력에서 GPU: -1은 GPU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GPU: -1
# unit: 1000
# Minibatch-size: 100
# epoc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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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ch       main/loss   validation/main/loss  main/accuracy  validation/main/accuracy  
 elapsed_time
1           0.192083    0.0918663             0.94195        0.9712                    
 11.2661        
2           0.0732366   0.0790055             0.977267       0.9747                    
 23.9823        
3           0.0485948   0.0723766             0.9844         0.9787                    
 37.5275        
4           0.0352731   0.0817955             0.987967       0.9772                    
 51.6394        
5           0.029566    0.0807774             0.990217       0.9764                    
 65.2657        
6           0.025517    0.0678703             0.9915         0.9814                    
 79.1276        
7           0.0194185   0.0716576             0.99355        0.9808                    
 93.8085        
8           0.0174553   0.0786768             0.994217       0.9809                    
 108.648        
9           0.0148924   0.0923396             0.994983       0.9791                    
 123.737        
10          0.018051    0.099924              0.99445        0.9791                    
 139.483        
11          0.014241    0.0860133             0.995783       0.9806                    
 156.132        
12          0.0124222   0.0829303             0.995967       0.9822                    
 173.173        
13          0.00846336  0.122346              0.997133       0.9769                    
 190.365        
14          0.011392    0.0982324             0.996383       0.9803                    
 207.746        
15          0.0113111   0.0985907             0.996533       0.9813                    
 225.764        
16          0.0114328   0.0905778             0.996483       0.9811                    
 244.258        
17          0.00900945  0.0907504             0.9974         0.9825                    
 263.379        
18          0.0130028   0.0917099             0.996217       0.9831                    
 282.887        
19          0.00950412  0.0850664             0.997133       0.9839                    
 303.113        
20          0.00808573  0.112367              0.998067       0.9778                    
 323.852   
         

이 예제에서 MNIST는 323초에 교육되었는데, 이는 2개의 GPU로 교육할 때에 비해 11배 이상 오래 소요되
었습니다. GPU의 성능을 의심했다면 이 예제는 GPU가 얼마나 더욱 효율적인지 보여줍니다.

결과 그래프 작성
Chainer는 또한 자동으로 결과, 그래프 손실 및 정확성을 로그하고, 컴퓨팅 그래프 플로팅에 대한 출력을 생
산합니다.

컴퓨팅 그래프를 생성하려면

1. 교육이 완료된 이후 result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실행 정확성과 2개의 자동 생성 이미지 형식을 통한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한 다음 컨텐츠를 나열합니다.

(chainer_p36) :~/src/chainer/examples/mnist$ cd result
(chainer_p36) :~/src/chainer/examples/mnist/result$ ls

result 디렉터리에는 2개의 .png 형식 파일이 있습니다. accuracy.png 파일과 loss.png 파일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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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프를 보려면 scp 명령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로컬 컴퓨터에 복사합니다.

macOS 터미널에서 다음 scp 명령을 사용하면 3개 파일을 모두 Downloads 폴더에 다운로드합니다. 
키 파일 및 서버 주소 위치에 대한 자리 표시자를 정보로 바꿉니다. 기타 운영 체제의 경우 해당 scp 명
령 형식을 사용합니다. 참고: Amazon Linux AMI의 경우 사용자 이름은 ec2-user입니다.

(chainer_p36) :~/src/chainer/examples/mnist/result$ scp -i "your-key-file.pem" 
 ubuntu@your-dlami-address.compute-1.amazonaws.com:~/src/chainer/examples/mnist/result/
*.png ~/Downloads

다음 이미지는 각각 정확성, 손실 및 컴퓨팅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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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er 테스트

Chainer를 테스트하고 사전 설치된 테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GPU 지원을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
합니다.

(chainer_p36) :~/src/chainer/examples/mnist/result$ cd ~/src/bin
(chainer_p36) :~/src/bin$ ./testChainer

이를 통해 Chainer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Chainer 다중 GPU MNIST 예제를 실행합니다.

추가 정보

Chain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ainer 설명서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hainer 예제 폴더에는 더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시험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MXNet를 이용한 Keras
이 자습서에서는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에서 MXNet 백엔드와 함께 Keras 2를 활성화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MXNet 백엔드로 케라스를 활성화하고 Conda를 사용하여 DLAMI에서 테스트하십시오.

1. MXNet 백엔드에서 Keras를 활성화하려면 Conda를 사용하여 DL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를 엽니다.
• Python 3의 경우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36

• Python 2의 경우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27

2.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mxnet_p36)$ ipython

3. 다음과 같이 MXNet를 이용한 Keras 가져오기를 테스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import keras as k

화면에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그 전에 몇 가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음).

Using MXNet backend 
             

Note

오류가 발생하거나 TensorFlow 백엔드가 아직 사용 중인 경우 Keras 구성을 수동으로 업데이
트해야 합니다. ~/.keras/keras.json 파일을 편집하고 백엔드 설정을 mxnet로 변경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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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as-MXNet 다중 GPU 교육 자습서

컨볼루션 신경망(CNN) 교육

1. 터미널을 열고 DLAMI에 SSH를 연결합니다.
2. ~/examples/keras-mxnet/ 폴더로 이동합니다.
3. 터미널 창에서 nvidia-smi를 실행하여 DLAMI에서 사용 가능한 GPU의 수를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에

서 GPU가 4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4. (선택 사항)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편집할 스크립트를 엽니다.

(mxnet_p36)$ vi cifar10_resnet_multi_gpu.py

5. (선택 사항) 스크립트에 다음 줄이 있어 GPU의 수를 정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model = multi_gpu_model(model, gpus=4)

6. 이제 교육을 실행합니다.

(mxnet_p36)$ python cifar10_resnet_multi_gpu.py

Note

Keras-MXNet는 channels_first image_data_format 세트로 최대 2배 빠르게 실행합니다.
channels_first로 변경하려면 Keras 구성 파일(~/.keras/keras.json)을 편집하고 다음을 
설정합니다. "image_data_format": "channels_first".
튜닝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ras-MXNet 성능 튜닝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 Conda가 포함된 딥 러닝 AMI~/examples/keras-mxnet 디렉터리에서 MXNet 백엔드를 사용하는 
Keras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Keras-MXNet GitHub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이 자습서에서는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에서 Horovod와 TensorFlow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Horovod는 콘다 환경에 미리 설치되어 TensorFlow 있습니다. Python 3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지침은 GPU가 하나 이상이고 작동중인 DLAMI 인스턴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DLAMI를 시작하는 방법 (p. 3)을 참조하세요.

Note

현재는 P3.*, P2.* 및 G3.* 인스턴스 유형만 지원됩니다.

Note

mpirun(OpenMPI를 통해)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위치가 있습니다. /usr/bin 및 /home/
ubuntu/anaconda3/envs/<env>/bin에서 mpiru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v는 Tensorflow 및 
Apache MXNet과 같은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환경입니다. conda 환경에서는 더 최신 OpenMPI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pirun 이진수의 절대 경로 또는 --prefix 플래그를 사용하여 mpi 워크로
드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Tensorflow python36 환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
다.

/home/ubuntu/anaconda3/envs/tensorflow_p36/bin/mpirun <ar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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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pirun --prefix /home/ubuntu/anaconda3/envs/tensorflow_p36/bin <args>

TensorFlow 호로보드로 활성화 및 테스트

1. 인스턴스에 활성 GPU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VIDIA는 이 확인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nvidia-smi

2. 파이썬 3 TensorFlow 환경을 활성화하세요: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6

3. iPython 터미널을 시작합니다:

(tensorflow_p36)$ ipython

4. TensorFlow Horovod로 임포트를 테스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import horovod.tensorflow as hvd
hvd.init()

화면에 다음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그 전에 몇 가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음).

--------------------------------------------------------------------------
[[55425,1],0]: A high-performance Open MPI point-to-point messaging module
was unable to find any relevant network interfaces:

Module: OpenFabrics (openib) 
  Host: ip-172-31-72-4

Another transport will be used instead, although this may result in
lower performance.
--------------------------------------------------------------------------

Horovod Host 파일 구성

Horovod를 단일 노드, 다중 GPU 교육 또는 다중 노드, 다중 GPU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교육에 
여러 노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호스트 파일에 각 DLAMI 프라이빗 IP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 로그인한 
DLAMI를 리더라고 합니다. 클러스터에 속한 다른 DLAMI 인스턴스를 멤버라고 합니다.

이 섹션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DLAMI를 시작하고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예제 스크립
트에는 hosts 파일이 필요하므로 DLAMI를 하나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항목이 하나뿐인 호스트 파일을 만
드십시오. 교육을 시작한 후에 호스트 파일을 편집하는 경우 추가 또는 제거된 호스트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
작해야 합니다.

교육에 Horovod를 구성하려면

1. 교육 스크립트가 있는 디렉터리를 변경합니다.

cd ~/examples/horovod/tensorflow

2. vim을 사용하여 리더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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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 hosts

3.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콘솔에서 멤버 중 하나를 선택하면 콘솔의 설명 창이 나타납니다. 프라
이빗 IP 필드를 찾고 IP를 복사하여 텍스트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새 줄에 각 구성원의 프라이빗 IP를 복
사합니다. 그런 다음 각 IP 옆에 공백을 추가하고 아래에 표시된 대로 slots=8를 추가합니다. 이는 각 
인스턴스의 GPU 수를 나타냅니다. p3.16xlarge 인스턴스에는 8개의 GPU가 있으므로 다른 인스턴스 유
형을 선택한 경우 각 인스턴스에 대한 실제 GPU 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에게는 localhost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4개인 클러스터의 경우 다음과 유사해야 합니다.

172.100.1.200 slots=8
172.200.8.99 slots=8
172.48.3.124 slots=8
localhost slots=8

파일을 저장하고 리더의 터미널로 돌아가서 종료합니다.
4. 멤버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SSH 키를 ssh-agent에 추가합니다.

eval `ssh-agent -s`
ssh-add <key_name>.pem

5. 이제 리더는 각 구성원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프라이빗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짧은 bash 함수를 사용하여 각 구성원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function runclust(){ while read -u 10 host; do host=${host%% slots*}; ssh -o 
 "StrictHostKeyChecking no" $host ""$2""; done 10<$1; };

6. 다른 구성원들에게 “StrickHostKeyChecking" 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훈련이 중단될 수 있
습니다.

runclust hosts "echo \"StrictHostKeyChecking no\" >> ~/.ssh/config"

합성 데이터로 교육

DLAMI에는 합성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예제 스크립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에서는 리더가 클러스
터 구성원과 통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호스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침은 Horovod Host 파일 
구성 (p. 5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데이터로 Horovod 교육을 테스트하려면

1. ~/examples/horovod/tensorflow/train_synthetic.sh 기본값은 8GPU이지만 실행하려는 
GPU 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4를 GPU 4개의 파라미터로 전달합니
다.

$ ./train_synthetic.sh 4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 후 다음 출력을 통해 Horovod가 GPU 4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PY3.6.5 |Anaconda custom (64-bit)| (default, Apr 29 2018, 16:14:56) [GCC 
 7.2.0]TF1.11.0Horovod size: 4

그런 다음, 몇 개의 기타 경고가 발생한 후에 테이블과 데이터 포인트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1,000개
의 배치를 보고 싶지 않으면 교육을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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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Epoch  Speed  Loss   FinLoss LR 
    0   0.0   105.6  6.794  7.708 6.40000 
    1   0.0   311.7  0.000  4.315 6.38721 
    100   0.1  3010.2  0.000 34.446 5.18400 
    200   0.2  3013.6  0.000 13.077 4.09600 
    300   0.2  3012.8  0.000  6.196 3.13600 
    400   0.3  3012.5  0.000  3.551 2.30401

2. Horovod는 클러스터 구성원의 GPU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로컬 GPU를 먼저 사용합니다. 따라서 클러
스터 전체에 배포된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용하려는 전체 GPU를 테스트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인스턴스 유형이 p3.16xlarge인 구성원이 네 개 있으면 클러스터 전체에 32개의 GPU가 있습
니다. 여기서 전체 32GPU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train_synthetic.sh 32

결과는 이전 테스트와 유사합니다. Horovod 크기는 32이며 대략 4배의 속도입니다. 이 실험이 완료된 후 
리더 및 리더의 구성원과의 통신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 (p. 62) 섹션을 
점검하십시오.

ImageNet 데이터세트 준비

이 섹션에서는 ImageNet 데이터세트를 다운로드한 다음 원시 데이터세트에서 TFRecord 형식 데이터세트를 
생성합니다. 데이터세트에 대한 전처리 스크립트 세트가 DLAMI에 제공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ImageNet 데
이터세트에 ImageNet 사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세트에 대한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 맞게 구성된 
기본 교육 스크립트도 ImageNet 제공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8개의 GPU가 있는 EC2 인스턴스로 DLAMI
를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p3.16xlarge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LAMI의~/examples/horovod/tensorflow/utils 디렉터리에서 다음 스크립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utils/preprocess_imagenet.py- 이를 사용하여 원시 ImageNet 데이터세트를 해당TFRecord 형식
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utils/tensorflow_image_resizer.py- 이를 사용하여 ImageNet 학습에 권장되는 대로TFRecord
데이터세트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ImageNet 데이터세트 준비

1. image-net.org를 방문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액세스 키를 얻은 다음,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합니다.
image-net.org는 원시 데이터 세트를 호스팅합니다. 다운로드하려면 ImageNet 계정과 액세스 키가 있어
야 합니다. 계정은 무료이며 무료 액세스 키를 받으려면 ImageNet 라이선스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이미지 전처리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세트에서 TFRecord 형식 ImageNet 데이터셋을 생성합
니다. ~/examples/horovod/tensorflow/utils 디렉터리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python preprocess_imagenet.py \ 
         --local_scratch_dir=[YOUR DIRECTORY] \ 
         --imagenet_username=[imagenet account] \ 
         --imagenet_access_key=[imagenet access key]

3. 이미지 크기 조정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면 교육이 더 빠르게 실행되고 ResNet 
참조 paper 더 잘 일치합니다. ~/examples/horovod/utils/preprocess 디렉터리에서 다음을 실
행합니다.

python tensorflow_image_resizer.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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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magenet \ 
          -i [PATH TO TFRECORD TRAINING DATASET] \ 
          -o  [PATH TO RESIZED TFRECORD TRAINING DATASET] \ 
          --subset_name train \ 
          --num_preprocess_threads 60 \ 
          --num_intra_threads 2 \ 
          --num_inter_threads 2

단일 DLAMI에서 ResNet -50 ImageNet 모델 트레이닝하기
Note

• 이 자습서의 스크립트는 사전 처리 교육 데이터가 ~/data/tf-imagenet/ 폴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침은  ImageNet 데이터세트 준비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호스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침은 Horovod Host 파일 구성 (p. 5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Horovod를 사용해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ResNet 50 CNN을 훈련시키세요.

1. ~/examples/horovod/tensorflow 폴더로 이동합니다.

cd ~/examples/horovod/tensorflow

2. 구성을 확인하고 교육에 사용할 GPU의 수를 설정합니다. 먼저 스크립트와 같은 폴더에 있는 hosts을 
검토합니다. GPU가 8개 미만인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은
localhost slots=8로 되어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GPU의 수로 업데이트합니다.

3. 사용하려는 GPU의 수를 유일한 파라미터로 선택하는 셸 스크립트가 제공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
여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아래 예제는 4개의 GPU에 대해 4를 사용합니다.

./train.sh 4

4. 완료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mpirun을 사용하여 GPU 전반에 교육을 배포합니
다.

DLAMi 클러스터에서 ResNet -50 ImageNet 모델 학습시키기
Note

• 이 자습서의 스크립트는 사전 처리 교육 데이터가 ~/data/tf-imagenet/ 폴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침은  ImageNet 데이터세트 준비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호스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침은 Horovod Host 파일 구성 (p. 5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예제에서는 DLAMi 클러스터의 여러 노드에서 준비된 데이터세트에 대해 ResNet -50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클러스터의 각 구성원에 데이터 세트를 로컬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copyclust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른 구성원에게 복사하십시오.

function copyclust(){ while read -u 10 host; do host=${host%% slots*}; rsync -azv "$2" 
 $host:"$3"; done 10<$1; };

또는 파일이 S3 버킷에 있는 경우 runclust 함수를 사용하여 각 구성원에게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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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lust hosts "tmux new-session -d \"export AWS_ACCESS_KEY_ID=YOUR_ACCESS_KEY && export 
 AWS_SECRET_ACCESS_KEY=YOUR_SECRET && aws s3 sync s3://your-imagenet-bucket ~/data/tf-
imagenet/ && aws s3 sync s3://your-imagenet-validation-bucket ~/data/tf-imagenet/\""

한 번에 여러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기다리고 각 인
스턴스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tmux 또는 screen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세션의 연결을 끊고 다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교육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실행을 위해 사용 중인 32개의 GPU에 대해 파라미
터로 32를 전달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세션 연결을 끊고 종료하는 데 우려가 있다면 tmux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 실행이 종료됩니다.

./train.sh 32

다음 출력은 32개의 ImageNet GPU로 트레이닝을 실행할 때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32개의 GPU는 90~110
분이 소요됩니다.

    Step Epoch  Speed  Loss   FinLoss LR 
    0   0.0   440.6  6.935  7.850 0.00100 
    1   0.0  2215.4  6.923  7.837 0.00305 
    50   0.3 19347.5  6.515  7.425 0.10353 
    100   0.6 18631.7  6.275  7.173 0.20606 
    150   1.0 19742.0  6.043  6.922 0.30860 
    200   1.3 19790.7  5.730  6.586 0.41113 
    250   1.6 20309.4  5.631  6.458 0.51366 
    300   1.9 19943.9  5.233  6.027 0.61619 
    350   2.2 19329.8  5.101  5.864 0.71872 
    400   2.6 19605.4  4.787  5.519 0.82126 
    ... 
    13750  87.9 19398.8  0.676  1.082 0.00217 
    13800  88.2 19827.5  0.662  1.067 0.00156 
    13850  88.6 19986.7  0.591  0.997 0.00104 
    13900  88.9 19595.1  0.598  1.003 0.00064 
    13950  89.2 19721.8  0.633  1.039 0.00033 
    14000  89.5 19567.8  0.567  0.973 0.00012 
    14050  89.8 20902.4  0.803  1.209 0.00002 
    Finished in 6004.354426383972

교육 실행이 완료되면 스크립트가 평가 실행과 함께 후속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다른 구성원에게 작
업을 배포할 필요 없이 충분히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리더에서 실행됩니다. 다음은 평가 실행의 출력입니
다.

Horovod size: 32
Evaluating
Validation dataset size: 50000
[ip-172-31-36-75:54959] 7 more processes have sent help message help-btl-vader.txt / cma-
permission-denied
[ip-172-31-36-75:54959] Set MCA parameter "orte_base_help_aggregate" to 0 to see all help / 
 error messages 
  step  epoch  top1    top5     loss   checkpoint_time(UTC) 
 14075   90.0  75.716   92.91    0.97  2018-11-14 08:38:28

다음은 이 스크립트를 런타임이 14 - 15분인 256개의 GPU로 실행할 때 출력되는 예제입니다.

  Step Epoch  Speed  Loss   FinLoss LR 
  1400  71.6 143451.0  1.189  1.720 0.14850 

61



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분산 교육

  1450  74.2 142679.2  0.897  1.402 0.10283 
  1500  76.7 143268.6  1.326  1.809 0.06719 
  1550  79.3 142660.9  1.002  1.470 0.04059 
  1600  81.8 143302.2  0.981  1.439 0.02190 
  1650  84.4 144808.2  0.740  1.192 0.00987 
  1700  87.0 144790.6  0.909  1.359 0.00313 
  1750  89.5 143499.8  0.844  1.293 0.00026
Finished in 860.5105031204224

Finished evaluation
1759   90.0  75.086   92.47    0.99  2018-11-20 07:18:18

문제 해결

다음 명령은 Horovod로 실험할 때 나타나는 과거의 오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이유로 교육이 중단되면 mpirun이 각 시스템의 모든 python 프로세스를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모든 시스템에서 Python 프로세스를 중지하십시오.

runclust hosts "pkill -9 python"

• 오류 없이 프로세스가 갑자기 종료되면 로그 폴더를 삭제해보십시오.

runclust hosts "rm -rf ~/imagenet_resnet/"

• 설명할 수 없는 기타 문제가 발생하면 디스크 공간을 점검하십시오. 로그 아웃한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와 
데이터가 가득하기 때문에 로그 폴더를 제거해보십시오. 각 구성원의 볼륨 크기도 늘릴 수 있습니다.

runclust hosts "df /"

• 최후의 수단으로 재부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runclust hosts "sudo reboot"

지원되지 않는 인스턴스 유형에서 TensorFlow Horovod와 함께 사용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코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NotFoundError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ipython-input-3-e90ed6cabab4> in <module>()
----> 1 import horovod.tensorflow as hvd

~/anaconda3/envs/tensorflow_p36/lib/python3.6/site-packages/horovod/tensorflow/__init__.py 
 in <module>()
** *34* check_extension('horovod.tensorflow', 'HOROVOD_WITH_TENSORFLOW', __file__, 
 'mpi_lib')
** *35*  
---> 36 from horovod.tensorflow.mpi_ops import allgather, broadcast, _allreduce
** *37* from horovod.tensorflow.mpi_ops import init, shutdown
** *38* from horovod.tensorflow.mpi_ops import size, local_size, rank, local_rank

~/anaconda3/envs/tensorflow_p36/lib/python3.6/site-packages/horovod/tensorflow/mpi_ops.py 
 in <module>()
** *56*  
** *57* MPI_LIB = _load_library('mpi_lib' + get_ext_suffix(),
---> 58 ['HorovodAllgather', 'HorovodAllreduce'])
** *59*  
** *60* _basics = _HorovodBasics(__file__, 'mpi_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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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conda3/envs/tensorflow_p36/lib/python3.6/site-packages/horovod/tensorflow/mpi_ops.py 
 in _load_library(name, op_list)
** *43* """
** *44* filename = resource_loader.get_path_to_datafile(name)
---> 45 library = load_library.load_op_library(filename)
** *46* for expected_op in (op_list or []):
** *47* for lib_op in library.OP_LIST.op:

~/anaconda3/envs/tensorflow_p36/lib/python3.6/site-packages/tensorflow/python/framework/
load_library.py in load_op_library(library_filename)
** *59* RuntimeError: when unable to load the library or get the python wrappers.
** *60* """
---> 61 lib_handle = py_tf.TF_LoadLibrary(library_filename)
** *62*  
** *63* op_list_str = py_tf.TF_GetOpList(lib_handle)

NotFoundError: /home/ubuntu/anaconda3/envs/tensorflow_p36/lib/python3.6/site-packages/
horovod/tensorflow/mpi_lib.cpython-36m-x86_64-linux-gnu.so: undefined symbol: 
 _ZN10tensorflow14kernel_factory17OpKernelRegistrar12InitInternalEPKNS_9KernelDefEN4absl11string_viewEPFPNS_8OpKernelEPNS_20OpKernelConstructionEE

추가 정보

유틸리티와 예제는 DLAMI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examples/horovod 폴더를 참조하십시오.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제를 보려면 Horovod GitHub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Elastic Fabric Adapter
EFA (EFA) 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DLAMI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HPC (고성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속도
를 높일 수 있습니다. EFA를 사용하면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확장성, 유연성 및 탄력성으로 온프레미스 
HPC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DLAMI를 사용하여 EFA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Note

이 기본 GPU DLAMI 목록에서 DLAMI를 (p. 139) 선택하십시오.

주제
• EFA로AWS Deep Learning AMI 인스턴스 시작 (p. 63)
• DLAMI에서 EFA 사용하기 (p. 66)

EFA로AWS Deep Learning AMI 인스턴스 시작
최신 Base DLAMI는 EFA와 함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GPU 인스턴스용 필수 드라이버, 커널 모듈, 
libfabric, openmpi 및 NCCL OFI 플러그인과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CUDA 버전의 기본 DLAMI는 릴리스 노트에서 (p. 139)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EFA를 사용하여mpirun NCC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 EFA 지원 설치의 전체 경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야 합니다.

/opt/amazon/openmpi/bin/mpirun <command>   

• 애플리케이션에서 EF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DLAMI에서 EFA 사용하기 (p. 66)에서와 같이
mpirun 명령에 FI_PROVIDER="efa"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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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EFA 지원 보안 그룹 준비 (p. 64)
• 인스턴스 시작 (p. 64)
• EFA 첨부 파일 확인 (p. 65)

EFA 지원 보안 그룹 준비

EFA에는 보안 그룹 자체 내의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보안 그룹이 필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EFA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1.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보안 그룹을 선택한 다음, 보안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3. 보안 그룹 생성 창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보안 그룹 이름의 경우 EFA-enabled security group과 같은 보안 그룹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
니다.

• (선택 사항) 설명에 보안 그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VPC]에서는 EFA 사용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는 VPC를 선택합니다.
•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4. 생성한 보안 그룹을 선택하고 설명 탭에서 그룹 ID를 복사합니다.
5.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 유형(Type)에서 모든 트래픽(All traffic)을 선택합니다.
• 소스(Source)에서 사용자 지정(Custom)을 선택합니다.
• 복사한 보안 그룹 ID를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 저장을 선택합니다. 

6. Linux 인스턴스에 대한 인바운드 트래픽 권한 부여를 참조하여 인바운드 트래픽을 활성화합니다. 이 단
계를 건너뛰면 DLAMI 인스턴스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 시작

의AWS Deep Learning AMI EFA는 현재 다음 인스턴스 유형 및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

• P3dn.24xLarge: 아마존 리눅스 2, 우분투 18.04
• p4d.24xLarge: 아마존 리눅스 2, 우분투 18.04

다음 단원에서는 EFA 사용 DLAMI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FA 지원 인스턴스를 시작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 배치 그룹으로 EFA 지원 인스턴스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솔을 엽니다.
2. 인스턴스 시작을 선택합니다.
3. AMI 선택 페이지에서AWS Deep Learning AMI (Ubuntu 18.04) 버전 25.0을 선택합니다.
4. 인스턴스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지원되는 다음 인스턴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 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인스턴스 목록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FA 및 MPI 시작하기
5. [Configure Instance Details]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인스턴스 수에 시작할 EFA를 사용한 인스턴스 수를 입력합니다.
• 네트워크 및 서브넷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할 VPC와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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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사항] 배치 그룹에서 배치 그룹에 인스턴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위해 배치 그룹 
내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 [선택 사항] 배치 그룹 이름 에서 새 배치 그룹 추가 를 선택하고 배치 그룹 를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한 
뒤 배치 그룹 전략 에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 이 페이지에서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옵션이 비활성화된 경우 선택한 인
스턴스 유형을 지원하는 서브넷으로 서브넷을 변경합니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항목의 디바이스 eth0에서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하나의 기본 
IPv4 주소와 하나 이상의 보조 IPv4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된 IPv6 CIDR 블록이 있는 서
브넷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경우 기본 IPv6 주소 및 하나 이상의 보조 IPv6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
습니다.

• 다음: 스토리지 추가(Next: Add Storage)를 선택합니다.
6. 스토리지 추가 페이지에서 인스턴스를 연결할 볼륨과 AMI로 지정한 볼륨(루트 디바이스 볼륨 등)을 지

정하고 다음: 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7. 태그 추가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 등의 인스턴스 태그를 지정한 후 다음: 보안 그룹 구성

(Next: Configure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8. 보안 그룹 구성 페이지의 보안 그룹 할당에서 기존 보안 그룹 선택 을 선택한 다음 이전에 생성한 보안 

그룹 선택 을 선택한 다음 이전에 생성한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시작(Review and Launch)]를 선택합니다.
10. 인스턴스 시작 검토 페이지에서 설정을 검토한 후 시작을 선택하여 키 페어를 선택하고 인스턴스를 시작

합니다.

EFA 첨부 파일 확인

콘솔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한 후AWS Console에서 인스턴스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EC2 콘솔에서 인
스턴스를 선택하고 페이지의 아래쪽 창에 있는 설명 탭을 확인합니다. ‘Network Interfaces: eth0’ 매개 변수를 
찾아 eth0을 클릭하면 팝업이 열립니다.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FA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EC2 인스턴스를 종료하고 동일한 단계로 새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EFA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EFA 를 기존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1. EC2 콘솔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2. Create a Network Interface(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를 클릭합니다.
3. 인스턴스가 있는 서브넷과 동일한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4.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를 활성화하고 생성을 클릭하십시오.
5. EC2 인스턴스 탭으로 돌아가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6. 작업: 인스턴스 상태로 이동하여 EFA를 연결하기 전에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7. 작업에서 네트워킹: Networking: Attach Network Interface(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를 선택합니다.
8. 방금 생성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9. 인스턴스를 재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서

다음 테스트 스크립트는 DLAMI에 이미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커널 모듈이 올바르게 로드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 fi_info -p 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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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provider: efa 
    fabric: EFA-fe80::e5:56ff:fe34:56a8 
    domain: efa_0-rdm 
    version: 2.0 
    type: FI_EP_RDM 
    protocol: FI_PROTO_EFA
provider: efa 
    fabric: EFA-fe80::e5:56ff:fe34:56a8 
    domain: efa_0-dgrm 
    version: 2.0 
    type: FI_EP_DGRAM 
    protocol: FI_PROTO_EFA
provider: efa;ofi_rxd 
    fabric: EFA-fe80::e5:56ff:fe34:56a8 
    domain: efa_0-dgrm 
    version: 1.0 
    type: FI_EP_RDM 
    protocol: FI_PROTO_RXD

보안 그룹 구성 확인

다음 테스트 스크립트는 DLAMI에 이미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생성한 보안 그룹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 cd /opt/amazon/efa/test/  
$ ./efa_test.sh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Starting server...
Starting client...
bytes   #sent   #ack     total       time     MB/sec    usec/xfer   Mxfers/sec
64      10      =10      1.2k        0.02s      0.06    1123.55       0.00
256     10      =10      5k          0.00s     17.66      14.50       0.07
1k      10      =10      20k         0.00s     67.81      15.10       0.07
4k      10      =10      80k         0.00s    237.45      17.25       0.06
64k     10      =10      1.2m        0.00s    921.10      71.15       0.01
1m      10      =10      20m         0.01s   2122.41     494.05       0.00

응답이 중지되거나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보안 그룹에 올바른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규칙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DLAMI에서 EFA 사용하기
다음 섹션에서는 EFA를 사용하여 에서 다중 노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Deep 
Learning AMI.

EFA를 통한 다중 노드 애플리케이션 실행

노드 클러스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몇 가지 구성이 필요합니다.

주제
• 암호 없는 SSH 사용 (p. 67)
• 호스트 파일 생성 (p. 67)
• 노드 NCCL 플러그인 검사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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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없는 SSH 사용

클러스터의 노드 하나를 리더 노드로 선택합니다. 나머지 노드들을 멤버 노드라고 합니다. 

1. 리더 노드에서 RSA 키 페어를 생성합니다.

ssh-keygen -t rsa -N "" -f ~/.ssh/id_rsa

2. 리더 노드에서 프라이빗 키의 사용 권한을 변경합니다.

chmod 600 ~/.ssh/id_rsa

3. 퍼블릭 키를~/.ssh/id_rsa.pub~/.ssh/authorized_keys 클러스터의 멤버 노드에 복사하고 해
당 노드에 추가합니다.

4. 이제 프라이빗 IP를 사용하여 리더 노드에서 멤버 노드에 직접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ssh <member private ip>

5. 리더 노드의 ~/.ssh/config 파일에 다음을 추가하여 리더 노드에서 strictHostKey 검사를 비활성화하고 에
이전트 전달을 활성화합니다.

Host * 
    ForwardAgent yes
Host * 
    StrictHostKeyChecking no

6. Amazon Linux 2 인스턴스에서는 리더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구성 파일에 올바른 권한을 제공
하십시오.

chmod 600 ~/.ssh/config

호스트 파일 생성

리더 노드에서 클러스터의 노드를 식별하기 위한 호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호스트 파일에는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 대한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파일 ~/hosts를 생성하고 다음과 같이 프라이빗 IP를 사용하여 각 노드를 
추가합니다. 

localhost slots=8
<private ip of node 1> slots=8
<private ip of node 2> slots=8

노드 NCCL 플러그인 검사

nccl_message_transfer는 NCCL OFI 플러그인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NCCL의 연결 설정 및 데이터 전송 API의 기능을 검증합니다. EFA로 NCC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할 때는 예제에 표시된 대로 mpirun의 전체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및 GPU 개수에 
따라 매개 변수 np와 N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AWS단원을 참조하십시오.

P3dn.24xLage 체크

다음 nccl_message_transfer 테스트는 일반 CUDA xx.x 버전을 위한 것입니다. 스크립트에서 CUDA 버전을 
교체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CUDA 버전에 대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opt/amazon/openmpi/bin/mpir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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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N 1 --hostfile hosts \ 
         -x LD_LIBRARY_PATH=/usr/local/cuda-xx.x/efa/lib:/usr/local/cuda-xx.x/lib:/usr/
local/cuda-xx.x/lib64:/usr/local/cuda-xx.x:$LD_LIBRARY_PATH \ 
         -x FI_PROVIDER="efa" --mca btl tcp,self --mca btl_tcp_if_exclude lo,docker0 --
bind-to none \ 
         ~/src/bin/efa-tests/efa-cuda-xx.x/nccl_message_transfer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출력을 확인하여 EFA가 OFI 공급자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Function: ofi_init Line: 702: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NFO: Function: ofi_init Line: 714: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NFO: Function: main Line: 49: NET/OFI Process rank 1 started. NCCLNet device used on 
 ip-172-31-15-30 is AWS Libfabric.
INFO: Function: main Line: 53: NET/OFI Received 4 network devices
INFO: Function: main Line: 57: NET/OFI Server: Listening on dev 0
INFO: Function: ofi_init Line: 702: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NFO: Function: ofi_init Line: 714: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NFO: Function: main Line: 49: NET/OFI Process rank 0 started. NCCLNet device used on 
 ip-172-31-15-30 is AWS Libfabric.
INFO: Function: main Line: 53: NET/OFI Received 4 network devices
INFO: Function: main Line: 57: NET/OFI Server: Listening on dev 0
INFO: Function: main Line: 96: NET/OFI Send connection request to rank 0
INFO: Function: main Line: 69: NET/OFI Send connection request to rank 1
INFO: Function: main Line: 100: NET/OFI Server: Start accepting requests
INFO: Function: main Line: 73: NET/OFI Server: Start accepting requests
INFO: Function: main Line: 103: NET/OFI Successfully accepted connection from rank 0
INFO: Function: main Line: 107: NET/OFI Rank 1 posting 255 receive buffers
INFO: Function: main Line: 76: NET/OFI Successfully accepted connection from rank 1
INFO: Function: main Line: 80: NET/OFI Sent 255 requests to rank 1
INFO: Function: main Line: 131: NET/OFI Got completions for 255 requests for rank 0
INFO: Function: main Line: 131: NET/OFI Got completions for 255 requests for rank 1

P3dn.24xlarge에 대한 다중 노드 NCCL 성능 테스트

EFA를 사용하여 NCCL 성능을 확인하려면 공식 NCCL 테스트 리포지토리에서 제공되는 표준 NCCL 성능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DLAMI에는 CUDA 11 시리즈용으로 이미 빌드된 이 테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마찬
가지로 EFA를 사용하여 자체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FI_PROVIDER="efa” 플래그를 제공하여 EFA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 EFA로 NCC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동안 예와 같이 mpirun의 전체 경로를 사용하십시오.
•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및 GPU 개수에 따라 매개 변수 np와 N을 변경합니다.
• NCCL_DEBUG=INFO 플래그를 추가하고 로그에 EFA 사용이 “선택한 제공자는 EFA”로 표시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멤버 노드에서 명령 watch nvidia-smi을 사용하여 GPU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음watch nvidia-
smi 명령은 일반 CUDA xx.x 버전용이며 인스턴스의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스크립트에서 CUDA 버전
을 교체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CUDA 버전에 대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Amazon Linux 2:

$ /opt/amazon/openmpi/bin/mpirun \ 
         -x FI_PROVIDER="efa" -n 16 -N 8 \ 
         -x NCCL_DEBUG=INFO \ 
         -x NCCL_TREE_THRESHOLD=0 \ 
         -x LD_LIBRARY_PATH=/usr/local/cuda-xx.x/efa/lib:/usr/local/cuda-xx.x/lib:/usr/
local/cuda-xx.x/lib64:/usr/local/cuda-xx.x:/opt/amazon/efa/lib64:/opt/amazon/openmpi/
lib64:$LD_LIBRARY_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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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file hosts --mca btl tcp,self --mca btl_tcp_if_exclude lo,docker0 --bind-
to none \ 
         /usr/local/cuda-xx.x/efa/test-cuda-xx.x/all_reduce_perf -x NCCL_PROTO=simple -b 
 8 -e 1G -f 2 -g 1 -c 1 -n 100

• Ubuntu 18.04, Ubuntu 20.04:

$ /opt/amazon/openmpi/bin/mpirun \ 
         -x FI_PROVIDER="efa" -n 16 -N 8 \ 
         -x NCCL_DEBUG=INFO \ 
         -x NCCL_TREE_THRESHOLD=0 \ 
         -x LD_LIBRARY_PATH=/usr/local/cuda-xx.x/efa/lib:/usr/local/cuda-xx.x/lib:/usr/
local/cuda-xx.x/lib64:/usr/local/cuda-xx.x:/opt/amazon/efa/lib:/opt/amazon/openmpi/lib:
$LD_LIBRARY_PATH \ 
         --hostfile hosts --mca btl tcp,self --mca btl_tcp_if_exclude lo,docker0 --bind-
to none \ 
         /usr/local/cuda-xx.x/efa/test-cuda-xx.x/all_reduce_perf -x NCCL_PROTO=simple -b 
 8 -e 1G -f 2 -g 1 -c 1 -n 100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nThread 1 nGpus 1 minBytes 8 maxBytes 1073741824 step: 2(factor) warmup iters: 5 iters: 
 100 validation: 1
#
# Using devices
#   Rank  0 Pid   3801 on ip-172-31-41-105 device  0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1 Pid   3802 on ip-172-31-41-105 device  1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2 Pid   3803 on ip-172-31-41-105 device  2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3 Pid   3804 on ip-172-31-41-105 device  3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4 Pid   3805 on ip-172-31-41-105 device  4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5 Pid   3807 on ip-172-31-41-105 device  5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6 Pid   3810 on ip-172-31-41-105 device  6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7 Pid   3813 on ip-172-31-41-105 device  7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8 Pid   4124 on ip-172-31-41-36 device  0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9 Pid   4125 on ip-172-31-41-36 device  1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10 Pid   4126 on ip-172-31-41-36 device  2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11 Pid   4127 on ip-172-31-41-36 device  3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12 Pid   4128 on ip-172-31-41-36 device  4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13 Pid   4130 on ip-172-31-41-36 device  5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14 Pid   4132 on ip-172-31-41-36 device  6 [0x00] Tesla V100-SXM2-32GB
#   Rank 15 Pid   4134 on ip-172-31-41-36 device  7 [0x00] Tesla V100-SXM2-32GB
ip-172-31-41-105:3801:3801 [0]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01:3801 [0]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01:3801 [0]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NCCL version 2.7.8+cuda11.0
ip-172-31-41-105:3810:3810 [6]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10:3810 [6]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10:3810 [6]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41-105:3805:3805 [4]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05:3805 [4]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05:3805 [4]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41-105:3807:3807 [5]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07:3807 [5]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07:3807 [5]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41-105:3803:3803 [2]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03:3803 [2]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03:3803 [2]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41-105:3813:3813 [7]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02:3802 [1]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13:3813 [7]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13:3813 [7]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41-105:3802:3802 [1]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02:3802 [1]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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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172-31-41-105:3804:3804 [3]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105<0>
ip-172-31-41-105:3804:3804 [3]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105:3804:3804 [3]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41-105:3801:3862 [0] NCCL INFO Setting affinity for GPU 0 to 
 ffffffff,ffffffff,ffffffff
ip-172-31-41-105:3801:3862 [0] NCCL INFO NCCL_TREE_THRESHOLD set by environment to 0.
ip-172-31-41-36:4128:4128 [4]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ns5:172.31.41.36<0>
ip-172-31-41-36:4128:4128 [4] NCCL INFO NET/OFI Forcing AWS OFI ndev 4
ip-172-31-41-36:4128:4128 [4]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some output truncated-----------------------------------

ip-172-31-41-105:3804:3869 [3] NCCL INFO comm 0x7f8c5c0025b0 rank 3 nranks 16 cudaDev 3 
 nvmlDev 3 - Init COMPLETE
#
#                                                     out-of-place                       
 in-place
#       size         count    type   redop     time   algbw   busbw  error     time   algbw 
   busbw  error
#        (B)    (elements)                     (us)  (GB/s)  (GB/s)            (us)  (GB/s) 
  (GB/s)
ip-172-31-41-105:3801:3801 [0] NCCL INFO Launch mode Parallel
ip-172-31-41-36:4124:4191 [0] NCCL INFO comm 0x7f28400025b0 rank 8 nranks 16 cudaDev 0 
 nvmlDev 0 - Init COMPLETE
ip-172-31-41-36:4126:4192 [2] NCCL INFO comm 0x7f62240025b0 rank 10 nranks 16 cudaDev 2 
 nvmlDev 2 - Init COMPLETE
ip-172-31-41-105:3802:3867 [1] NCCL INFO comm 0x7f5ff00025b0 rank 1 nranks 16 cudaDev 1 
 nvmlDev 1 - Init COMPLETE
ip-172-31-41-36:4132:4193 [6] NCCL INFO comm 0x7ffa0c0025b0 rank 14 nranks 16 cudaDev 6 
 nvmlDev 6 - Init COMPLETE
ip-172-31-41-105:3803:3866 [2] NCCL INFO comm 0x7fe9600025b0 rank 2 nranks 16 cudaDev 2 
 nvmlDev 2 - Init COMPLETE
ip-172-31-41-36:4127:4188 [3] NCCL INFO comm 0x7f6ad00025b0 rank 11 nranks 16 cudaDev 3 
 nvmlDev 3 - Init COMPLETE
ip-172-31-41-105:3813:3868 [7] NCCL INFO comm 0x7f341c0025b0 rank 7 nranks 16 cudaDev 7 
 nvmlDev 7 - Init COMPLETE
ip-172-31-41-105:3810:3864 [6] NCCL INFO comm 0x7f5f980025b0 rank 6 nranks 16 cudaDev 6 
 nvmlDev 6 - Init COMPLETE
ip-172-31-41-36:4128:4187 [4] NCCL INFO comm 0x7f234c0025b0 rank 12 nranks 16 cudaDev 4 
 nvmlDev 4 - Init COMPLETE
ip-172-31-41-36:4125:4194 [1] NCCL INFO comm 0x7f2ca00025b0 rank 9 nranks 16 cudaDev 1 
 nvmlDev 1 - Init COMPLETE
ip-172-31-41-36:4134:4190 [7] NCCL INFO comm 0x7f0ca40025b0 rank 15 nranks 16 cudaDev 7 
 nvmlDev 7 - Init COMPLETE
ip-172-31-41-105:3807:3865 [5] NCCL INFO comm 0x7f3b280025b0 rank 5 nranks 16 cudaDev 5 
 nvmlDev 5 - Init COMPLETE
ip-172-31-41-36:4130:4189 [5] NCCL INFO comm 0x7f62080025b0 rank 13 nranks 16 cudaDev 5 
 nvmlDev 5 - Init COMPLETE
ip-172-31-41-105:3805:3863 [4] NCCL INFO comm 0x7fec100025b0 rank 4 nranks 16 cudaDev 4 
 nvmlDev 4 - Init COMPLETE 
           8             2   float     sum    145.4    0.00    0.00  2e-07    152.8    0.00 
    0.00  1e-07 
          16             4   float     sum    137.3    0.00    0.00  1e-07    137.2    0.00 
    0.00  1e-07 
          32             8   float     sum    137.0    0.00    0.00  1e-07    137.4    0.00 
    0.00  1e-07 
          64            16   float     sum    137.7    0.00    0.00  1e-07    137.5    0.00 
    0.00  1e-07 
         128            32   float     sum    136.2    0.00    0.00  1e-07    135.3    0.00 
    0.00  1e-07 
         256            64   float     sum    136.4    0.00    0.00  1e-07    137.4    0.00 
    0.00  1e-07 
         512           128   float     sum    135.5    0.00    0.01  1e-07    151.0    0.00 
    0.01  1e-07 
        1024           256   float     sum    151.0    0.01    0.01  2e-07    137.7    0.01 
    0.01  2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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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512   float     sum    138.1    0.01    0.03  5e-07    138.1    0.01 
    0.03  5e-07 
        4096          1024   float     sum    140.5    0.03    0.05  5e-07    140.3    0.03 
    0.05  5e-07 
        8192          2048   float     sum    144.6    0.06    0.11  5e-07    144.7    0.06 
    0.11  5e-07 
       16384          4096   float     sum    149.4    0.11    0.21  5e-07    149.3    0.11 
    0.21  5e-07 
       32768          8192   float     sum    156.7    0.21    0.39  5e-07    183.9    0.18 
    0.33  5e-07 
       65536         16384   float     sum    167.7    0.39    0.73  5e-07    183.6    0.36 
    0.67  5e-07 
      131072         32768   float     sum    193.8    0.68    1.27  5e-07    193.0    0.68 
    1.27  5e-07 
      262144         65536   float     sum    243.9    1.07    2.02  5e-07    258.3    1.02 
    1.90  5e-07 
      524288        131072   float     sum    309.0    1.70    3.18  5e-07    309.0    1.70 
    3.18  5e-07 
     1048576        262144   float     sum    709.3    1.48    2.77  5e-07    693.2    1.51 
    2.84  5e-07 
     2097152        524288   float     sum   1116.4    1.88    3.52  5e-07   1105.7    1.90 
    3.56  5e-07 
     4194304       1048576   float     sum   2088.9    2.01    3.76  5e-07   2157.3    1.94 
    3.65  5e-07 
     8388608       2097152   float     sum   2869.7    2.92    5.48  5e-07   2847.2    2.95 
    5.52  5e-07 
    16777216       4194304   float     sum   4631.7    3.62    6.79  5e-07   4643.9    3.61 
    6.77  5e-07 
    33554432       8388608   float     sum   8769.2    3.83    7.17  5e-07   8743.5    3.84 
    7.20  5e-07 
    67108864      16777216   float     sum    16964    3.96    7.42  5e-07    16846    3.98 
    7.47  5e-07 
   134217728      33554432   float     sum    33403    4.02    7.53  5e-07    33058    4.06 
    7.61  5e-07 
   268435456      67108864   float     sum    59045    4.55    8.52  5e-07    58625    4.58 
    8.59  5e-07 
   536870912     134217728   float     sum   115842    4.63    8.69  5e-07   115590    4.64 
    8.71  5e-07 
  1073741824     268435456   float     sum   228178    4.71    8.82  5e-07   224997    4.77 
    8.95  5e-07
# Out of bounds values : 0 OK
# Avg bus bandwidth    : 2.80613
#

P4D.24x라지 체크

다음 nccl_message_transfer 테스트는 일반 CUDA xx.x 버전을 위한 것입니다. 스크립트에서 CUDA 버전을 
교체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CUDA 버전에 대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opt/amazon/openmpi/bin/mpirun \ 
         -n 2 -N 1 --hostfile hosts \ 
         -x LD_LIBRARY_PATH=/usr/local/cuda-xx.x/efa/lib:/usr/local/cuda-xx.x/lib:/usr/
local/cuda-xx.x/lib64:/usr/local/cuda-xx.x:$LD_LIBRARY_PATH \ 
         -x FI_EFA_USE_DEVICE_RDMA=1 -x  -x --mca pml ^cm \ 
         -x FI_PROVIDER="efa" --mca btl tcp,self --mca btl_tcp_if_exclude lo,docker0 --
bind-to none \ 
         /usr/local/cuda-xx.x/efa/test-cuda-xx.x/nccl_message_transfer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출력을 확인하여 EFA가 OFI 공급자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Function: ofi_init Line: 1078: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xx.x/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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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Function: ofi_init Line: 1078: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xx.x/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NFO: Function: ofi_init Line: 1152: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NFO: Function: main Line: 68: NET/OFI Process rank 1 started. NCCLNet device used on 
 ip-172-31-79-191 is AWS Libfabric.
INFO: Function: main Line: 72: NET/OFI Received 4 network devices
INFO: Function: main Line: 107: NET/OFI Network supports communication using CUDA buffers. 
 Dev: 3
INFO: Function: main Line: 113: NET/OFI Server: Listening on dev 3
INFO: Function: ofi_init Line: 1152: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NFO: Function: main Line: 68: NET/OFI Process rank 0 started. NCCLNet device used on 
 ip-172-31-70-99 is AWS Libfabric.
INFO: Function: main Line: 72: NET/OFI Received 4 network devices
INFO: Function: main Line: 107: NET/OFI Network supports communication using CUDA buffers. 
 Dev: 3
INFO: Function: main Line: 113: NET/OFI Server: Listening on dev 3
INFO: Function: main Line: 126: NET/OFI Send connection request to rank 1
INFO: Function: main Line: 160: NET/OFI Send connection request to rank 0
INFO: Function: main Line: 164: NET/OFI Server: Start accepting requests
INFO: Function: main Line: 167: NET/OFI Successfully accepted connection from rank 0
INFO: Function: main Line: 171: NET/OFI Rank 1 posting 255 receive buffers
INFO: Function: main Line: 130: NET/OFI Server: Start accepting requests
INFO: Function: main Line: 133: NET/OFI Successfully accepted connection from rank 1
INFO: Function: main Line: 137: NET/OFI Sent 255 requests to rank 1
INFO: Function: main Line: 223: NET/OFI Got completions for 255 requests for rank 1
INFO: Function: main Line: 223: NET/OFI Got completions for 255 requests for rank 0

P4D.24xLarge의 다중 노드 NCCL 성능 테스트

EFA를 사용하여 NCCL 성능을 확인하려면 공식 NCCL 테스트 리포지토리에서 제공되는 표준 NCCL 성능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DLAMI는 CUDA 11.0용으로 이미 빌드된 이 테스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마찬가지로 
EFA를 사용하여 자체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FI_PROVIDER="efa” 플래그를 제공하여 EFA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 EFA로 NCC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동안 예와 같이 mpirun의 전체 경로를 사용하십시오.
•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및 GPU 개수에 따라 매개 변수 np와 N을 변경합니다.
• NCCL_DEBUG=INFO 플래그를 추가하고 로그에 EFA 사용이 “선택한 제공자는 EFA”로 표시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 EFA의 RDMA 기능을 사용하여 일면 및 양면 전송을 위해FI_EFA_USE_DEVICE_RDMA=1 플래그를 추가

합니다.

멤버 노드에서 명령 watch nvidia-smi을 사용하여 GPU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음watch nvidia-
smi 명령은 일반 CUDA xx.x 버전용이며 인스턴스의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스크립트에서 CUDA 버전
을 교체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CUDA 버전에 대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Amazon Linux 2:

$ /opt/amazon/openmpi/bin/mpirun \ 
         -x FI_PROVIDER="efa" -n 16 -N 8 \ 
         -x NCCL_DEBUG=INFO \ 
         -x FI_EFA_USE_DEVICE_RDMA=1 -x  -x --mca pml ^cm \ 
         -x LD_LIBRARY_PATH=/usr/local/cuda-xx.x/efa/lib:/usr/local/cuda-xx.x/lib:/usr/
local/cuda-xx.x/lib64:/usr/local/cuda-xx.x:/opt/amazon/efa/lib64:/opt/amazon/openmpi/
lib64:$LD_LIBRARY_PATH \ 
         --hostfile hosts --mca btl tcp,self --mca btl_tcp_if_exclude lo,docker0 --bind-
to none \ 

72

https://github.com/NVIDIA/nccl-tests.git
https://github.com/NVIDIA/nccl-tests.git


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Elastic Fabric Adapter

         /usr/local/cuda-xx.x/efa/test-cuda-xx.x/all_reduce_perf -x NCCL_PROTO=simple -b 
 8 -e 1G -f 2 -g 1 -c 1 -n 100

• Ubuntu 18.04, Ubuntu 20.04:

$ /opt/amazon/openmpi/bin/mpirun \ 
         -x FI_PROVIDER="efa" -n 16 -N 8 \ 
         -x NCCL_DEBUG=INFO \ 
         -x FI_EFA_USE_DEVICE_RDMA=1 -x  -x --mca pml ^cm \ 
         -x LD_LIBRARY_PATH=/usr/local/cuda-xx.x/efa/lib:/usr/local/cuda-xx.x/lib:/usr/
local/cuda-xx.x/lib64:/usr/local/cuda-xx.x:/opt/amazon/efa/lib:/opt/amazon/openmpi/lib:
$LD_LIBRARY_PATH \ 
         --hostfile hosts --mca btl tcp,self --mca btl_tcp_if_exclude lo,docker0 --bind-
to none \ 
         /usr/local/cuda-xx.x/efa/test-cuda-xx.x/all_reduce_perf -x NCCL_PROTO=simple-b 8 
 -e 1G -f 2 -g 1 -c 1 -n 100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nThread 1 nGpus 1 minBytes 8 maxBytes 1073741824 step: 2(factor) warmup iters: 5 iters: 
 100 validation: 1  
    # 
    # Using devices 
    #   Rank  0 Pid  18546 on ip-172-31-70-88 device  0 [0x10] A100-SXM4-40GB 
    #   Rank  1 Pid  18547 on ip-172-31-70-88 device  1 [0x10] A100-SXM4-40GB 
    #   Rank  2 Pid  18548 on ip-172-31-70-88 device  2 [0x20] A100-SXM4-40GB 
    #   Rank  3 Pid  18549 on ip-172-31-70-88 device  3 [0x20] A100-SXM4-40GB 
    #   Rank  4 Pid  18550 on ip-172-31-70-88 device  4 [0x90] A100-SXM4-40GB 
    #   Rank  5 Pid  18551 on ip-172-31-70-88 device  5 [0x90] A100-SXM4-40GB 
    #   Rank  6 Pid  18552 on ip-172-31-70-88 device  6 [0xa0] A100-SXM4-40GB 
    #   Rank  7 Pid  18556 on ip-172-31-70-88 device  7 [0xa0] A100-SXM4-40GB 
    #   Rank  8 Pid  19502 on ip-172-31-78-249 device  0 [0x10] A100-SXM4-40GB 
    #   Rank  9 Pid  19503 on ip-172-31-78-249 device  1 [0x10] A100-SXM4-40GB 
    #   Rank 10 Pid  19504 on ip-172-31-78-249 device  2 [0x20] A100-SXM4-40GB 
    #   Rank 11 Pid  19505 on ip-172-31-78-249 device  3 [0x20] A100-SXM4-40GB 
    #   Rank 12 Pid  19506 on ip-172-31-78-249 device  4 [0x90] A100-SXM4-40GB 
    #   Rank 13 Pid  19507 on ip-172-31-78-249 device  5 [0x90] A100-SXM4-40GB 
    #   Rank 14 Pid  19508 on ip-172-31-78-249 device  6 [0xa0] A100-SXM4-40GB 
    #   Rank 15 Pid  19509 on ip-172-31-78-249 device  7 [0xa0] A100-SXM4-40GB 
    ip-172-31-70-88:18546:18546 [0]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46:18546 [0]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46:18546 [0]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70-88:18546:18546 [0]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46:18546 [0]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NCCL version 2.7.8+cuda11.0 
    ip-172-31-70-88:18552:18552 [6]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52:18552 [6]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51:18551 [5]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56:18556 [7]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48:18548 [2]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50:18550 [4]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52:18552 [6]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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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172-31-70-88:18552:18552 [6]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52:18552 [6]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ip-172-31-70-88:18556:18556 [7]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48:18548 [2]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50:18550 [4]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51:18551 [5]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47:18547 [1]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49:18549 [3] NCCL INFO Bootstrap : Using [0]eth0:172.31.71.137<0> 
 [1]eth1:172.31.70.88<0> [2]eth2:172.31.78.243<0> [3]eth3:172.31.77.226<0> 
    ip-172-31-70-88:18547:18547 [1]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49:18549 [3] NCCL INFO NET/OFI Running on P4d platform, Setting 
 NCCL_TOPO_FILE environment variable to /usr/local/cuda-11.0/efa/share/aws-ofi-nccl/xml/
p4d-24xl-topo.xml 
    ip-172-31-70-88:18547:18547 [1]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70-88:18547:18547 [1]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47:18547 [1]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ip-172-31-70-88:18549:18549 [3]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70-88:18549:18549 [3]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49:18549 [3]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ip-172-31-70-88:18551:18551 [5]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70-88:18551:18551 [5]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51:18551 [5]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ip-172-31-70-88:18556:18556 [7]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70-88:18556:18556 [7]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56:18556 [7]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ip-172-31-70-88:18548:18548 [2]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70-88:18548:18548 [2]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48:18548 [2]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ip-172-31-70-88:18550:18550 [4] NCCL INFO NET/OFI Selected Provider is efa 
    ip-172-31-70-88:18550:18550 [4] NCCL INFO NET/Plugin: Failed to find 
 ncclCollNetPlugin_v3 symbol. 
    ip-172-31-70-88:18550:18550 [4] NCCL INFO Using network AWS Libfabric
-----------------------------some output truncated----------------------------------- 
    # 
    #                                                     out-of-place                      
  in-place           
    #       size         count    type   redop     time   algbw   busbw  error     time   
 algbw   busbw  error 
    #        (B)    (elements)                     (us)  (GB/s)  (GB/s)            (us)  
 (GB/s)  (GB/s)        
    ip-172-31-70-88:18546:18546 [0] NCCL INFO Launch mode Parallel 
               8             2   float     sum    158.9    0.00    0.00  2e-07    158.1    
 0.00    0.00  1e-07 
              16             4   float     sum    158.3    0.00    0.00  1e-07    159.3    
 0.00    0.00  1e-07 
              32             8   float     sum    157.8    0.00    0.00  1e-07    158.1    
 0.00    0.00  1e-07 
              64            16   float     sum    158.7    0.00    0.00  1e-07    158.4    
 0.00    0.00  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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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32   float     sum    160.2    0.00    0.00  6e-08    158.8    
 0.00    0.00  6e-08 
             256            64   float     sum    159.8    0.00    0.00  6e-08    159.8    
 0.00    0.00  6e-08 
             512           128   float     sum    161.7    0.00    0.01  6e-08    161.7    
 0.00    0.01  6e-08 
            1024           256   float     sum    177.8    0.01    0.01  5e-07    177.4    
 0.01    0.01  5e-07 
            2048           512   float     sum    198.1    0.01    0.02  5e-07    198.1    
 0.01    0.02  5e-07 
            4096          1024   float     sum    226.2    0.02    0.03  5e-07    225.8    
 0.02    0.03  5e-07 
            8192          2048   float     sum    249.3    0.03    0.06  5e-07    249.4    
 0.03    0.06  5e-07 
           16384          4096   float     sum    250.4    0.07    0.12  5e-07    251.0    
 0.07    0.12  5e-07 
           32768          8192   float     sum    256.7    0.13    0.24  5e-07    257.2    
 0.13    0.24  5e-07 
           65536         16384   float     sum    269.8    0.24    0.46  5e-07    271.2    
 0.24    0.45  5e-07 
          131072         32768   float     sum    288.3    0.45    0.85  5e-07    286.8    
 0.46    0.86  5e-07 
          262144         65536   float     sum    296.1    0.89    1.66  5e-07    295.6    
 0.89    1.66  5e-07 
          524288        131072   float     sum    376.7    1.39    2.61  5e-07    382.0    
 1.37    2.57  5e-07 
         1048576        262144   float     sum    448.6    2.34    4.38  5e-07    451.1    
 2.32    4.36  5e-07 
         2097152        524288   float     sum    620.2    3.38    6.34  5e-07    615.9    
 3.41    6.38  5e-07 
         4194304       1048576   float     sum    768.2    5.46   10.24  5e-07    759.8    
 5.52   10.35  5e-07 
         8388608       2097152   float     sum   1228.5    6.83   12.80  5e-07   1223.3    
 6.86   12.86  5e-07 
        16777216       4194304   float     sum   2002.7    8.38   15.71  5e-07   2004.5    
 8.37   15.69  5e-07 
        33554432       8388608   float     sum   2988.8   11.23   21.05  5e-07   3012.0   
 11.14   20.89  5e-07 
        67108864      16777216   float     sum   8072.1    8.31   15.59  5e-07   8102.4    
 8.28   15.53  5e-07 
       134217728      33554432   float     sum    11431   11.74   22.01  5e-07    11474   
 11.70   21.93  5e-07 
       268435456      67108864   float     sum    17603   15.25   28.59  5e-07    17641   
 15.22   28.53  5e-07 
       536870912     134217728   float     sum    35110   15.29   28.67  5e-07    35102   
 15.29   28.68  5e-07 
      1073741824     268435456   float     sum    70231   15.29   28.67  5e-07    70110   
 15.32   28.72  5e-07 
    # Out of bounds values : 0 OK 
    # Avg bus bandwidth    : 7.14456

GPU 모니터링 및 최적화
다음 단원에서는 GPU 최적화 및 모니터링 옵션을 안내합니다. 이 단원은 모니터링, 감독, 사전 처리 및 교육
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니터링(Monitoring) (p. 76)
• 다음을 사용하여 GPU 모니터링 CloudWatch (p. 76)

• 최적화 (p. 81)
• 사전 처리 (p. 82)
• 훈련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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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Monitoring)
DLAMI에는 여러 GPU 모니터링 도구가 사전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다운로드 및 설치에 사
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 다음을 사용하여 GPU 모니터링 CloudWatch (p. 76)- GPU 사용 통계를 Amazon에 보고하는 사전 설치
된 CloudWatch 유틸리티입니다.

• nvidia-smi CLI - 전반적인 GPU 컴퓨팅 및 메모리 사용률을 모니터링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AWS Deep Learning AMI (DLAMI) 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 NVML C 라이브러리 - GPU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C 기반 API입니다. 이 API는 
후드 아래에서 nvidia-smi CLI에 사용되며 DLAMI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Python 및 Perl 바인딩
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언어로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DLAMI에 사전 설치된 gpumon.py 유틸리티는 
의 pynvml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nvidia-ml-py.

• NVIDIA DCGM - 클러스터 관리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개발자 페이
지를 방문하십시오.

Tip

DLAMI에 설치된 CUDA 도구 사용에 대한 최신 정보는 NVIDIA의 개발자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 Nsight IDE 및 nvprof를 사용하여 TensorCore 활용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GPU 모니터링 CloudWatch

GPU에서 DLAMI를 사용할 때는 교육 또는 추론 동안 사용량을 추적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
다. 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고 딥 러닝 네트워크를 튜닝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를 구성해 GPU 지표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CloudWatch.

• AWS CloudWatch 에이전트를 통한 지표 구성 (권장) (p. 76)
• 사전 설치된gpumon.py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메트릭을 구성합니다. (p. 79)

AWS CloudWatch 에이전트를 통한 지표 구성 (권장)

DLAMI를 통합 CloudWatch 에이전트와 통합하여 GPU 지표를 구성하고 Amazon EC2 가속 인스턴스의 
GPU 코프로세스 사용률을 모니터링합니다.

DLAMI를 사용하여 GPU 메트릭을 구성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최소 GPU 지표 구성 (p. 77)
• GPU 지표 구성 (p. 77)
• 사용 가능한 모든 GPU 메트릭을 구성합니다. (p. 77)
• 사용자 정의 GPU 지표 구성 (p. 78)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loudWatch 에이전트를 위한 보안 패
치 (p. 78)

사전 조건

시작하려면 인스턴스에서 메트릭을 푸시할 수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 IAM 권한을 구성해야 
CloudWatch 합니다. 자세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CloudW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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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GPU 지표 구성

dlami-cloudwatch-agent@minimalsystemd서비스를 사용하여 최소 GPU 메트릭을 구성합니다. 이 서
비스는 다음 지표를 구성합니다.

• utilization_gpu
• utilization_memory

사전 구성된 최소 GPU 메트릭에 대한systemd 서비스는 다음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opt/aws/amazon-cloudwatch-agent/etc/dlami-amazon-cloudwatch-agent-minimal.json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system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sudo systemctl enable dlami-cloudwatch-agent@minimal
sudo systemctl start dlami-cloudwatch-agent@minimal

GPU 지표 구성

dlami-cloudwatch-agent@partialsystemd서비스를 사용하여 부분 GPU 메트릭을 구성합니다. 이 서
비스는 다음 지표를 구성합니다.

• utilization_gpu
• utilization_memory
• memory_total
• memory_used
• memory_free

사전 구성된 일부 GPU 메트릭에 대한systemd 서비스는 다음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opt/aws/amazon-cloudwatch-agent/etc/dlami-amazon-cloudwatch-agent-partial.json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system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sudo systemctl enable dlami-cloudwatch-agent@partial
sudo systemctl start dlami-cloudwatch-agent@partial

사용 가능한 모든 GPU 메트릭을 구성합니다.

dlami-cloudwatch-agent@allsystemd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GPU 메트릭을 구성합니
다. 이 서비스는 다음 지표를 구성합니다.

• utilization_gpu
• utilization_memory
• memory_total
• memory_used
• memory_free
• temperature_gpu
• power_draw
• fan_speed
• pcie_link_gen_current
• pcie_link_width_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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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der_stats_session_count
• encoder_stats_average_fps
• encoder_stats_average_latency
• clocks_current_graphics
• clocks_current_sm
• clocks_current_memory
• clocks_current_video

다음 위치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사전 구성된 GPU 메트릭에 대한systemd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opt/aws/amazon-cloudwatch-agent/etc/dlami-amazon-cloudwatch-agent-all.json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system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sudo systemctl enable dlami-cloudwatch-agent@all
sudo systemctl start dlami-cloudwatch-agent@all

사용자 정의 GPU 지표 구성

사전 구성된 지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지정 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생성하면 사용자 지
정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구성 파일 생성

사용자 지정 구성 파일을 만들려면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파일 수동 생성 또는 편집의 세부 단계를 참
조하십시오.

이 예제에서는 스키마 정의가 에 있다고/opt/aws/amazon-cloudwatch-agent/etc/amazon-
cloudwatch-agent.json 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파일로 메트릭을 구성하세요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사용자 지정 파일에 따라 CloudWatch 에이전트를 구성합니다.

sudo /opt/aws/amazon-cloudwatch-agent/bin/amazon-cloudwatch-agent-ctl \
-a fetch-config -m ec2 -s -c \
file:/opt/aws/amazon-cloudwatch-agent/etc/amazon-cloudwatch-agent.json

AWS CloudWatch 에이전트를 위한 보안 패치

새로 릴리스된 DLAMI는 사용 가능한 최신AWS CloudWatch 에이전트 보안 패치로 구성됩니다. 선택한 운영 
체제에 따라 최신 보안 패치로 현재 DLAMI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Linux 2

Amazon Linux 2 DLAMI용 최신AWS CloudWatch 에이전트 보안 패치를 가져오는yum 데 사용합니다.

 sudo yum update

Ubuntu

Ubuntu에서 DLAMI를 위한 최신AWS CloudWatch 보안 패치를 받으려면 Amazon S3 다운로드 링크를 사용
하여AWS CloudWatch 에이전트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wget https://s3.region.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region/ubuntu/arm64/latest/
amazon-cloudwatch-agent.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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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 다운로드 링크를 사용하여AWS CloudWatch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에 CloudWatch 에이전트 설치 및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설치된gpumon.py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메트릭을 구성합니다.

gpumon.py라는 유틸리티는 DLAMI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GPU 메모리, GPU 온도 CloudWatch 및 
GPU 전력과 통합되어 GPU별 사용량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스크립트는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로 보냅니다 CloudWatch. 스크립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CloudWatch 변경하여 전송할 데이터의 세부 수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전에 메트릭을 CloudWatch 수신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를 사용하여 GPU 모니터링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 CloudWatch

1. IAM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수정하여 메트릭을 게시하기 위한 정책을 CloudWatch 적용하
십시오. 새로 사용자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증명을 적어두십
시오.

검색할 IAM 정책은 “클라우드워치:PutMetricData”입니다. 추가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cloudwatch:PutMetricData" 
             ], 
             "Effect": "Allow", 
             "Resource": "*" 
        } 
   ]
}

Tip

IAM 사용자 생성 및 정책 추가에 대한 CloudWatch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2. DLAMI에서 AWS구성을 실행하고 IAM 사용자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 aws configure

3. 실행에 앞서 gpumon 유틸리티를 약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 블록에 정의된 위치에서 
gpumon 유틸리티와 README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gpumon.py 스크립
트의 Amazon S3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Folder: ~/tools/GPUCloudWatchMonitor
Files:  ~/tools/GPUCloudWatchMonitor/gpumon.py 
       ~/tools/GPUCloudWatchMonitor/README

옵션:

• 인스턴스가 us-east-1에 없는 경우에는 gpumon.py에서 리전을 변경합니다.
• 를 사용하여 보고 기간 CloudWatchnamespace 또는 보고 기간과 같은 기타 매개변수를 변경합니

다store_reso.
4. 현재, 스크립트는 Python 3만 지원합니다. 선호하는 프레임워크의 Python 3 환경을 활성화하거나 

DLAMI 일반 Python 3 환경을 활성화하십시오.

$ source activate python3

5. 배경에서 gpumon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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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3)$ python gpumon.py &

6. 브라우저를 열어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으로 이동한 다음 메트릭을 선택합니다. 
이 파일에는 'DeepLearningTrain'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Tip

gpumon.py를 수정하여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ore_reso을 조정하여 
보고 간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p2.8xlarge 인스턴스에서 교육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gpumon.py 실행에 대한 예제 CloudWatch 차트
입니다.

GPU 모니터링 및 최적화에 대한 이러한 기타 주제들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Monitoring)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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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사용하여 GPU 모니터링 CloudWatch (p. 76)
• 최적화 (p. 81)

• 사전 처리 (p. 82)
• 훈련 (p. 82)

최적화
GPU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고 딥 러닝 네트워크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아
래 차트에서 설명하듯, 단순하고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신경망에서는 GPU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못
해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처리 및 데이터 로딩을 최적화하면 CPU에서 GPU로
의 병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화를 사용(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할 때)하여 배치 크기를 조정하고, 호
출을 동기화하여 신경망 자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프레임워크에서 다중 정밀도(float16 또는 
int8) 교육을 사용하여 처리량 개선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는 서로 다른 최적화를 적용할 때 누적되는 성능상 이점을 보여줍니다. 처리 중인 데이터와 최적
화 중인 네트워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GPU 성능 최적화 예 차트 소스:  MXNet Gluon에서 성능 개선 요령

다음 가이드에서는 DLAMI와 함께 작동하고 GPU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옵션을 소개합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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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처리 (p. 82)
• 훈련 (p. 82)

사전 처리
변환 또는 증강을 통한 데이터 사전 처리는 CPU 바운드 프로세스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이프라
인에서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이미지 처리를 위한 연산자가 내장되어 있지만, DALI(Data 
Augmentation Library)는 프레임워크에 내장된 옵션을 통한 성능 개선을 입증합니다.

• NVIDIA DALI(Data Augmentation Library): DALI는 GPU에 데이터 증강을 오프로드합니다. DLAMI에 사전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DLAMI 또는 기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에 지원되는 프레임
워크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로드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VIDIA 웹 사이트의 DALI 프
로젝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사례 예시와 코드 샘플 다운로드는  SageMaker 전처리 훈련 성능 샘
플을 참조하십시오.

• nvJPEG: C 프로그래머를 위한 GPU 기반의 JPEG 디코더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일 이미지 또는 배치를 비
롯해 딥 러닝에서 일반적인 후속 변환 작업을 디코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vJPEG에는 DALI가 내장
되어 있을 수도 있고, NVIDIA 웹 사이트의 nvjpeg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U 모니터링 및 최적화에 대한 이러한 기타 주제들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Monitoring) (p. 76)
• 다음을 사용하여 GPU 모니터링 CloudWatch (p. 76)

• 최적화 (p. 81)
• 사전 처리 (p. 82)
• 훈련 (p. 82)

훈련
혼합 정밀도 교육을 통해 같은 양의 메모리로 더 큰 네트워크를 배포하거나 단일 또는 이중 정밀도 네트워크
와 비교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서 컴퓨팅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소규모로 더 빨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는 여러 노드에 분산된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합 정밀도 교육을 
활용하려면 데이터 캐스팅 및 손실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혼합 정밀도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 NVIDIA 딥 러닝 SDK - MXNet의 혼합 정밀도 구현을 설명하는 NVIDIA 웹 사이트의 문서 PyTorch, 및 
TensorFlow.

Tip

선택한 프레임워크를 위한 웹 사이트를 확인하고 최신 최적화 기법에 대한 "혼합 정밀도" 또는 
"fp16"을 검색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혼합 정밀도 설명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NVIDIA 블로그 사이트에서  TensorFlow (비디오) 를 사용한 혼합 정밀도 교육
• MXNet에서 float16을 사용한 혼합 정밀도 교육 - MXNet 웹 사이트의 FAQ 문서.
• NVIDIA Apex: 간편한 혼합 정밀도 교육을 위한 도구 PyTorch - NVIDIA 웹 사이트의 블로그 기사.

GPU 모니터링 및 최적화에 대한 이러한 기타 주제들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Monitoring) (p. 76)
• 다음을 사용하여 GPU 모니터링 CloudWatch (p. 76)

• 최적화 (p. 81)
• 사전 처리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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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p. 82)

DLAMI를 사용한AWS 인퍼런시아 칩
AWSInferentia는 고성능 추론 예측에 사용할 수AWS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기계 학습 칩입니다. 칩을 사용
하려면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를 설정하고AWS Neuron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를 
사용하여 Inferentia 칩을 호출하십시오. 고객에게 최고의 추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Neuron이AWS Deep 
Learning AMI (DLAMI) 에 내장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DLAMI를 사용하여 Inferentiia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목차
• AWS뉴런을 사용하여 DLAMI 인스턴스 시작 (p. 83)
• AWS뉴런과 함께 DLAMI 사용하기 (p. 85)

AWS뉴런을 사용하여 DLAMI 인스턴스 시작
최신 DLAMI는AWS 인퍼런시아와 함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AWS Neuron API 패키지와 함께 제공됩
니다. DLAMI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면 DLAMI 시작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DLAMI를 생성한 후에는 여기의 
단계를 사용하여AWS Inferentia 칩과AWS Neuron 리소스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목차
• 인스턴스 확인 (p. 83)
• AWS인퍼런시아 디바이스 식별하기 (p. 83)
• 리소스 사용량 보기 (p. 84)
• 뉴런 모니터 사용 (뉴런 모니터) (p. 84)
• Neuron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p. 84)

인스턴스 확인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전에 Neuron으로 올바르게 설정 및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AWS인퍼런시아 디바이스 식별하기

인스턴스에서 Inferentia 디바이스의 수를 식별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euron-ls

인스턴스에 Inferentia 디바이스가 연결된 경우 출력은 다음과 비슷하게 표시됩니다.

+--------+--------+--------+-----------+--------------+
| NEURON | NEURON | NEURON | CONNECTED |     PCI      |
| DEVICE | CORES  | MEMORY |  DEVICES  |     BDF      |
+--------+--------+--------+-----------+--------------+
| 0      | 4      | 8 GB   | 1         | 0000:00:1c.0 |
| 1      | 4      | 8 GB   | 2, 0      | 0000:00:1d.0 |
| 2      | 4      | 8 GB   | 3, 1      | 0000:00:1e.0 |
| 3      | 4      | 8 GB   | 2         | 0000:00:1f.0 |
+--------+--------+--------+-----------+--------------+

제공된 출력은 INF1.6xLarge 인스턴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다음 열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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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런 디바이스: 에 할당된 논리적 NeuronDevice ID입니다. 이 ID는 서로 다른 런타임을 사용하도록 여러 
런타임을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NeuronDevices.

• 뉴런 코어: 안에 NeuronCores 존재하는 개수 NeuronDevice.
• 뉴런 메모리: 안에 있는 DRAM 메모리의 NeuronDevice 양입니다.
• 연결된 장치: 기타 NeuronDevices 연결된 장치 NeuronDevice.
• PCI BDF: 의 PCI 버스 디바이스 기능 (BDF) NeuronDevice ID입니다.

리소스 사용량 보기
neuron-top명령을 사용하여 v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로드된 모델 및 Neuron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NeuronCore 인수 없이neuron-top 실행하면 사용하는 모든 기계 학습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NeuronCores.

neuron-top

애플리케이션에서 4를 사용하는 NeuronCores 경우 출력은 다음 이미지와 비슷해야 합니다.

Neuron 기반 추론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uron 
Tools를 참조하십시오.

뉴런 모니터 사용 (뉴런 모니터)
Neuron Monitor는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Neuron 런타임에서 메트릭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JSON 형
식의 stdout으로 스트리밍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구성 파일을 제공하여 구성한 지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뉴
런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런 모니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euron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DLAMI 내에서 Neuron SDK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Neuron 설정 가이
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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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AWS뉴런과 함께 DLAMI 사용하기 (p. 85)

AWS뉴런과 함께 DLAMI 사용하기
AWSNeuron SDK의 일반적인 워크플로는 이전에 학습된 기계 학습 모델을 컴파일 서버에서 컴파일하는 것
입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위해 아티팩트를 Inf1 인스턴스에 배포합니다. AWS Deep Learning AMI (DLAMI) 
에는 Inferentia를 사용하는 Inf1 인스턴스에서 추론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사전 설치되
어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Inferentia가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목차
• TensorFlow-Neuron 및AWS 뉴런 컴파일러 사용 (p. 85)
• AWS뉴런 TensorFlow 서빙 사용 (p. 87)
• MXNet-뉴런 및AWS 뉴런 컴파일러 사용 (p. 90)
• MXNet-Neuron 모델 제공 사용 (p. 92)
• PyTorch-Neuron 및AWS 뉴런 컴파일러 사용 (p. 95)

TensorFlow-Neuron 및AWS 뉴런 컴파일러 사용

이 자습서에서는AWS Neuron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Keras ResNet -50 모델을 컴파일하고 이를 SavedModel 
형식의 저장된 모델로 내보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형식은 일반적인 TensorFlow 모델 교체 가능 형식입
니다. 또한 예제 입력을 사용하여 Inf1 인스턴스에서 추론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Neuron SD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Neuron SD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 사전 조건 (p. 85)
• Conda 환경 활성화 (p. 85)
• Resnet50 컴파일 (p. 86)
• ResNet50 Inference (p. 87)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사용하기 전에 AWS뉴런을 사용하여 DLAMI 인스턴스 시작 (p. 83)의 설정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딥 러닝과 DLAMI 사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nda 환경 활성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TensorFlow -Neuron conda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source activate aws_neuron_tensorflow_p36

현재 conda 환경을 종료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ource deac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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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50 컴파일

다음 콘텐츠를 가진 tensorflow_compile_resnet50.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Python 스크립트는 Keras ResNet 50 모델을 컴파일하고 저장된 모델로 내보냅니다.

import os
import time
import shutil
import tensorflow as tf
import tensorflow.neuron as tfn
import tensorflow.compat.v1.keras as keras
from tensorflow.keras.applications.resnet50 import ResNet50
from tensorflow.keras.applications.resnet50 import preprocess_input

# Create a workspace
WORKSPACE = './ws_resnet50'
os.makedirs(WORKSPACE, exist_ok=True)

# Prepare export directory (old one removed)
model_dir = os.path.join(WORKSPACE, 'resnet50')
compiled_model_dir = os.path.join(WORKSPACE, 'resnet50_neuron')
shutil.rmtree(model_dir, ignore_errors=True)
shutil.rmtree(compiled_model_dir, ignore_errors=True)

# Instantiate Keras ResNet50 model
keras.backend.set_learning_phase(0)
model = ResNet50(weights='imagenet')

# Export SavedModel
tf.saved_model.simple_save( 
 session            = keras.backend.get_session(), 
 export_dir         = model_dir, 
 inputs             = {'input': model.inputs[0]}, 
 outputs            = {'output': model.outputs[0]})

# Compile using Neuron
tfn.saved_model.compile(model_dir, compiled_model_dir)

# Prepare SavedModel for uploading to Inf1 instance
shutil.make_archive(compiled_model_dir, 'zip', WORKSPACE, 'resnet50_neuron')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python tensorflow_compile_resnet50.py

컴파일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완료되면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INFO:tensorflow:fusing subgraph neuron_op_d6f098c01c780733 with neuron-cc
INFO:tensorflow:Number of operations in TensorFlow session: 4638
INFO:tensorflow:Number of operations after tf.neuron optimizations: 556
INFO:tensorflow:Number of operations placed on Neuron runtime: 554
INFO:tensorflow:Successfully converted ./ws_resnet50/resnet50 to ./ws_resnet50/
resnet50_neuron
...

컴파일 후 저장된 모델은 ws_resnet50/resnet50_neuron.zip에서 압축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델의 압축을 풀고 추론을 위해 샘플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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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zip ws_resnet50/resnet50_neuron.zip -d .
curl -O 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labs/mxnet-model-server/master/docs/images/
kitten_small.jpg

ResNet50 Inference

다음 콘텐츠를 가진 tensorflow_infer_resnet50.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
는 이전에 컴파일된 추론 모델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한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import os
import numpy as np
import tensorflow as tf
from tensorflow.keras.preprocessing import image
from tensorflow.keras.applications import resnet50

# Create input from image
img_sgl = image.load_img('kitten_small.jpg', target_size=(224, 224))
img_arr = image.img_to_array(img_sgl)
img_arr2 = np.expand_dims(img_arr, axis=0)
img_arr3 = resnet50.preprocess_input(img_arr2)
# Load model
COMPILED_MODEL_DIR = './ws_resnet50/resnet50_neuron/'
predictor_inferentia = tf.contrib.predictor.from_saved_model(COMPILED_MODEL_DIR)
# Run inference
model_feed_dict={'input': img_arr3}
infa_rslts = predictor_inferentia(model_feed_dict);
# Display results
print(resnet50.decode_predictions(infa_rslts["output"], top=5)[0])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python tensorflow_infer_resnet50.py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n02123045', 'tabby', 0.6918919), ('n02127052', 'lynx', 0.12770271), ('n02123159', 
 'tiger_cat', 0.08277027), ('n02124075', 'Egyptian_cat', 0.06418919), ('n02128757', 
 'snow_leopard', 0.009290541)]

다음 단계

AWS뉴런 TensorFlow 서빙 사용 (p. 87)

AWS뉴런 TensorFlow 서빙 사용

이 자습서에서는 저장된 모델을 TensorFlow 서빙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익스포트하기 전에 그래프를 구성
하고AWS Neuron 컴파일 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TensorFlow 서빙은 네트워크 전반에서 추론
을 확장할 수 있는 서빙 시스템입니다. 뉴런 TensorFlow 서빙은 일반 TensorFlow 서빙과 동일한 API를 사용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저장된 모델을AWS Inferentia용으로 컴파일해야 하며 진입점은 이름이 다른 바이
너리라는 점입니다tensorflow_model_server_neuron. 바이너리는 DLAMI에서 찾을 수/usr/local/
bin/tensorflow_model_server_neuron 있으며 DLAMI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Neuron SD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Neuron SD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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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전 조건 (p. 88)
• Conda 환경 활성화 (p. 88)
• 저장된 모델 컴파일 및 내보내기 (p. 88)
• 저장된 모델 제공 (p. 89)
• 모델 서버에 대한 추론 요청 생성 (p. 89)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사용하기 전에 AWS뉴런을 사용하여 DLAMI 인스턴스 시작 (p. 83)의 설정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딥 러닝과 DLAMI 사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nda 환경 활성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TensorFlow -Neuron conda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source activate aws_neuron_tensorflow_p36

현재 conda 환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다음을 실행합니다.

source deactivate

저장된 모델 컴파일 및 내보내기

다음tensorflow-model-server-compile.py 콘텐츠로 호출되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그래프를 생성하고 Neuron을 사용하여 컴파일합니다. 그런 다음 컴파일된 그래프를 저장된 모델
로 내보냅니다. 

import tensorflow as tf
import tensorflow.neuron
import os

tf.keras.backend.set_learning_phase(0)
model = tf.keras.applications.ResNet50(weights='imagenet')
sess = tf.keras.backend.get_session()
inputs = {'input': model.inputs[0]}
outputs = {'output': model.outputs[0]}

# save the model using tf.saved_model.simple_save
modeldir = "./resnet50/1"
tf.saved_model.simple_save(sess, modeldir, inputs, outputs)

# compile the model for Inferentia
neuron_modeldir = os.path.join(os.path.expanduser('~'), 'resnet50_inf1', '1')
tf.neuron.saved_model.compile(modeldir, neuron_modeldir, batch_size=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python tensorflow-model-server-compile.py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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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tensorflow:fusing subgraph neuron_op_d6f098c01c780733 with neuron-cc
INFO:tensorflow:Number of operations in TensorFlow session: 4638
INFO:tensorflow:Number of operations after tf.neuron optimizations: 556
INFO:tensorflow:Number of operations placed on Neuron runtime: 554
INFO:tensorflow:Successfully converted ./resnet50/1 to /home/ubuntu/resnet50_inf1/1

저장된 모델 제공

모델이 컴파일되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저장된 모델을 tensorflow_model_server_neuron 이진 파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tensorflow_model_server_neuron --model_name=resnet50_inf1 \ 
    --model_base_path=$HOME/resnet50_inf1/ --port=8500 &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컴파일된 모델은 추론을 준비하기 위해 서버에 의해 Inferentia 장치의 DRAM
에 스테이징됩니다.

...
2019-11-22 01:20:32.075856: I external/org_tensorflow/tensorflow/cc/saved_model/
loader.cc:311] SavedModel load for tags { serve }; Status: success. Took 40764 
 microseconds.
2019-11-22 01:20:32.075888: I tensorflow_serving/servables/tensorflow/
saved_model_warmup.cc:105] No warmup data file found at /home/ubuntu/resnet50_inf1/1/
assets.extra/tf_serving_warmup_requests
2019-11-22 01:20:32.075950: I tensorflow_serving/core/loader_harness.cc:87] Successfully 
 loaded servable version {name: resnet50_inf1 version: 1}
2019-11-22 01:20:32.077859: I tensorflow_serving/model_servers/
server.cc:353] Running gRPC ModelServer at 0.0.0.0:8500 ...

모델 서버에 대한 추론 요청 생성

다음 콘텐츠를 통해 tensorflow-model-server-infer.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
크립트는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gRPC를 통해 추론을 실행합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grpc
import tensorflow as tf
from tensorflow.keras.preprocessing import image
from tensorflow.keras.applications.resnet50 import preprocess_input
from tensorflow_serving.apis import predict_pb2
from tensorflow_serving.apis import prediction_service_pb2_grpc
from tensorflow.keras.applications.resnet50 import decode_predictions

if __name__ == '__main__': 
    channel = grpc.insecure_channel('localhost:8500') 
    stub = prediction_service_pb2_grpc.PredictionServiceStub(channel) 
    img_file = tf.keras.utils.get_file( 
        "./kitten_small.jpg", 
        "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labs/mxnet-model-server/master/docs/images/
kitten_small.jpg") 
    img = image.load_img(img_file, target_size=(224, 224)) 
    img_array = preprocess_input(image.img_to_array(img)[None, ...]) 
    request = predict_pb2.PredictRequest() 
    request.model_spec.name = 'resnet50_inf1' 
    request.inputs['input'].CopyFrom( 
        tf.contrib.util.make_tensor_proto(img_array, shape=img_array.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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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 stub.Predict(request) 
    prediction = tf.make_ndarray(result.outputs['output']) 
    print(decode_predictions(prediction))

다음 명령에서 gRPC를 사용하여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python tensorflow-model-server-infer.py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n02123045', 'tabby', 0.6918919), ('n02127052', 'lynx', 0.12770271), ('n02123159', 
 'tiger_cat', 0.08277027), ('n02124075', 'Egyptian_cat', 0.06418919), ('n02128757', 
 'snow_leopard', 0.009290541)]]

MXNet-뉴런 및AWS 뉴런 컴파일러 사용

MXNet-Neuron 컴파일 API는AWS Inferentia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델 그래프를 컴파일하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API를 사용하여 ResNet -50 모델을 컴파일하고 이를 사용하여 추론을 실행합니다.

Neuron SD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Neuron SD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 사전 조건 (p. 90)
• Conda 환경 활성화 (p. 90)
• Resnet50 컴파일 (p. 90)
• ResNet50 Inference (p. 91)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사용하기 전에 AWS뉴런을 사용하여 DLAMI 인스턴스 시작 (p. 83)의 설정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딥 러닝과 DLAMI 사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nda 환경 활성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MXNet-Neuron conda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source activate aws_neuron_mxnet_p36

현재 conda 환경을 종료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source deactivate

Resnet50 컴파일

다음 콘텐츠를 통해 mxnet_compile_resnet50.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MXNet-뉴런 컴파일 파이썬 API를 사용하여 ResNet -50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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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mxnet as mx
import numpy as np

print("downloading...")
path='http://data.mxnet.io/models/imagenet/'
mx.test_utils.download(path+'resnet/50-layers/resnet-50-0000.params')
mx.test_utils.download(path+'resnet/50-layers/resnet-50-symbol.json')
print("download finished.")

sym, args, aux = mx.model.load_checkpoint('resnet-50', 0)

print("compile for inferentia using neuron... this will take a few minutes...")
inputs = { "data" : mx.nd.ones([1,3,224,224], name='data', dtype='float32') }

sym, args, aux = mx.contrib.neuron.compile(sym, args, aux, inputs)

print("save compiled model...")
mx.model.save_checkpoint("compiled_resnet50", 0, sym, args, aux)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python mxnet_compile_resnet50.py

편집에는 몇 분이 소요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다음 파일이 현재 디렉터리에 있게 됩니다.

resnet-50-0000.params
resnet-50-symbol.json
compiled_resnet50-0000.params
compiled_resnet50-symbol.json

ResNet50 Inference

다음 콘텐츠를 통해 mxnet_infer_resnet50.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샘
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사용하여 컴파일된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import mxnet as mx
import numpy as np

path='http://data.mxnet.io/models/imagenet/'
mx.test_utils.download(path+'synset.txt')

fname = mx.test_utils.download('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labs/mxnet-model-
server/master/docs/images/kitten_small.jpg')
img = mx.image.imread(fname)

# convert into format (batch, RGB, width, height)
img = mx.image.imresize(img, 224, 224)  
# resize
img = img.transpose((2, 0, 1))  
# Channel first
img = img.expand_dims(axis=0)  
# batchify
img = img.astype(dtype='float32')

sym, args, aux = mx.model.load_checkpoint('compiled_resnet50', 0)
softmax = mx.nd.random_normal(shape=(1,))
args['softmax_label'] = softmax
args['data'] = img
# Inferentia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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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 mx.neuron()

exe = sym.bind(ctx=ctx, args=args, aux_states=aux, grad_req='null')
with open('synset.txt', 'r') as f: 
    labels = [l.rstrip() for l in f]

exe.forward(data=img)
prob = exe.outputs[0].asnumpy()
# print the top-5
prob = np.squeeze(prob)
a = np.argsort(prob)[::-1]  
for i in a[0:5]: 
    print('probability=%f, class=%s' %(prob[i], labels[i]))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컴파일된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python mxnet_infer_resnet50.py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probability=0.642454, class=n02123045 tabby, tabby cat
probability=0.189407, class=n02123159 tiger cat
probability=0.100798, class=n02124075 Egyptian cat
probability=0.030649, class=n02127052 lynx, catamount
probability=0.016278, class=n02129604 tiger, Panthera tigris

다음 단계

MXNet-Neuron 모델 제공 사용 (p. 92)

MXNet-Neuron 모델 제공 사용

이 자습서에서는 사전 교육된 MXNet 모델을 사용하여 다중 모델 서버(MMS)로 실시간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MMS는 모든 머신 러닝 또는 딥 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학습된 딥 러닝 모델을 제
공하기 위한 유연한 easy-to-use 도구입니다. 이 튜토리얼에는AWS Neuron을 사용한 컴파일 단계와 MXNet
을 사용한 MMS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euron SD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Neuron SD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 사전 조건 (p. 92)
• Conda 환경 활성화 (p. 92)
• 예제 코드 다운로드 (p. 93)
• 모델 컴파일 (p. 93)
• 추론 실행 (p. 94)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사용하기 전에 AWS뉴런을 사용하여 DLAMI 인스턴스 시작 (p. 83)의 설정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딥 러닝과 DLAMI 사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nda 환경 활성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MXNet-Neuron conda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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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tivate aws_neuron_mxnet_p36

현재 conda 환경을 종료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source deactivate

예제 코드 다운로드

이 예제를 실행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예제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awslabs/multi-model-server
cd multi-model-server/examples/mxnet_vision

모델 컴파일

다음 콘텐츠를 통해 multi-model-server-compile.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
트는 ResNet 50 모델을 Inferentia 장치 타겟으로 컴파일합니다.

import mxnet as mx
from mxnet.contrib import neuron
import numpy as np

path='http://data.mxnet.io/models/imagenet/'
mx.test_utils.download(path+'resnet/50-layers/resnet-50-0000.params')
mx.test_utils.download(path+'resnet/50-layers/resnet-50-symbol.json')
mx.test_utils.download(path+'synset.txt')

nn_name = "resnet-50"

#Load a model
sym, args, auxs = mx.model.load_checkpoint(nn_name, 0)

#Define compilation parameters#  - input shape and dtype
inputs = {'data' : mx.nd.zeros([1,3,224,224], dtype='float32') }

# compile graph to inferentia target
csym, cargs, cauxs = neuron.compile(sym, args, auxs, inputs)

# save compiled model
mx.model.save_checkpoint(nn_name + "_compiled", 0, csym, cargs, cauxs)

모델을 컴파일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python multi-model-server-compile.py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21:18:40] src/nnvm/legacy_json_util.cc:209: Loading symbol saved by previous version 
 v0.8.0. Attempting to upgrade...
[21:18:40] src/nnvm/legacy_json_util.cc:217: Symbol successfully upgraded!
[21:19:00] src/operator/subgraph/build_subgraph.cc:698: start to execute partition graph.
[21:19:00] src/nnvm/legacy_json_util.cc:209: Loading symbol saved by previous version 
 v0.8.0. Attempting to upgrade...
[21:19:00] src/nnvm/legacy_json_util.cc:217: Symbol successfully upgraded!

다음 콘텐츠를 통해 signature.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하여 입력 이름과 셰이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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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s": [ 
    { 
      "data_name": "data", 
      "data_shape": [ 
        1, 
        3, 
        224, 
        224 
      ] 
    } 
  ]
}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ynset.txt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은 ImageNet 예측 클래스의 이름 목록
입니다.

curl -O https://s3.amazonaws.com/model-server/model_archive_1.0/examples/squeezenet_v1.1/
synset.txt

model_server_template 폴더의 템플릿에 따라 사용자 지정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현재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합니다.

cp -r ../model_service_template/* .

mxnet_model_service.py 모듈을 편집하여 mx.cpu() 컨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mx.neuron() 컨텍스
트로 바꿉니다. 또한 MXNet-Neuron은 NDARray 및 Gluon API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model_input에 불필
요한 데이터 복사본을 주석 처리해야 합니다.

...
self.mxnet_ctx = mx.neuron() if gpu_id is None else mx.gpu(gpu_id)
...
#model_input = [item.as_in_context(self.mxnet_ctx) for item in model_input]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model-archiver로 모델을 패키징합니다.

cd ~/multi-model-server/examples
model-archiver --force --model-name resnet-50_compiled --model-path mxnet_vision --handler 
 mxnet_vision_service:handle

추론 실행

다중 모델 서버를 시작하고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RESTful API를 사용하는 모델을 로드합니다. neuron-rtd가 
기본 설정으로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cd ~/multi-model-server/
multi-model-server --start --model-store examples > /dev/null # Pipe to log file if you 
 want to keep a log of MMS
curl -v -X POST "http://localhost:8081/models?
initial_workers=1&max_workers=4&synchronous=true&url=resnet-50_compiled.mar"
sleep 10 # allow sufficient time to load model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예제 이미지로 추론을 실행합니다.

curl -O 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labs/multi-model-server/master/docs/images/
kitten_smal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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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X POST http://127.0.0.1:8080/predictions/resnet-50_compiled -T kitten_small.jpg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 
    "probability": 0.6388034820556641, 
    "class": "n02123045 tabby, tabby cat" 
  }, 
  { 
    "probability": 0.16900072991847992, 
    "class": "n02123159 tiger cat" 
  }, 
  { 
    "probability": 0.12221276015043259, 
    "class": "n02124075 Egyptian cat" 
  }, 
  { 
    "probability": 0.028706775978207588, 
    "class": "n02127052 lynx, catamount" 
  }, 
  { 
    "probability": 0.01915954425930977, 
    "class": "n02129604 tiger, Panthera tigris" 
  }
]

테스트 후 정리하려면 RESTful API를 통해 delete 명령을 실행하고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델 서버를 중지
합니다.

curl -X DELETE http://127.0.0.1:8081/models/resnet-50_compiled

multi-model-server --stop

다음 결과가 표시됩니다.

{ 
  "status": "Model \"resnet-50_compiled\" unregistered"
}
Model server stopped.
Found 1 models and 1 NCGs.
Unloading 10001 (MODEL_STATUS_STARTED) :: success
Destroying NCG 1 :: success

PyTorch-Neuron 및AWS 뉴런 컴파일러 사용

PyTorch-Neuron 컴파일 API는AWS Inferentia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델 그래프를 컴파일하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훈련된 모델은 Inf1 인스턴스에서 배포하기 전에 Inferentia 대상에 컴파일되어야 합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
는 Torchvision ResNet 50 모델을 컴파일하고 저장된 TorchScript 모듈로 내보냅니다. 이러한 모델은 추론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편의상 이 자습서에서는 컴파일 및 추론 모두에 Inf1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c5 인스턴스 패밀리와 
같은 다른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여 모델을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컴파일된 모델을 Inf1 추론 서
버에 배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Neuron PyTorch SD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 사전 조건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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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a 환경 활성화 (p. 96)
• Resnet50 컴파일 (p. 96)
• ResNet50 Inference (p. 97)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사용하기 전에 AWS뉴런을 사용하여 DLAMI 인스턴스 시작 (p. 83)의 설정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딥 러닝과 DLAMI 사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nda 환경 활성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PyTorch -Neuron conda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source activate aws_neuron_pytorch_p36

현재 conda 환경을 종료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source deactivate

Resnet50 컴파일

다음 콘텐츠를 통해 pytorch_trace_resnet50.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PyTorch -Neuron 컴파일 파이썬 API를 사용하여 ResNet -50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Note

토치비전 버전과 토치 패키지 버전 간에는 종속성이 있으므로 토치비전 모델을 컴파일할 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종속성 규칙은 pip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토치비전==0.6.1은 토치==1.5.1 릴
리스와 일치하고, 토치비전==0.8.2는 토치==1.7.1 릴리스와 일치합니다.

import torch
import numpy as np
import os
import torch_neuron
from torchvision import models

image = torch.zeros([1, 3, 224, 224], dtype=torch.float32)

## Load a pretrained ResNet50 model
model = models.resnet50(pretrained=True)

## Tell the model we are using it for evaluation (not training)
model.eval()
model_neuron = torch.neuron.trace(model, example_inputs=[image])

## Export to saved model
model_neuron.save("resnet50_neuron.pt")

컴파일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python pytorch_trace_resnet50.py

편집에는 몇 분이 소요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컴파일된 모델이 로컬 디렉터리에 저장됩니
다.resnet50_neuro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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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50 Inference

다음 콘텐츠를 통해 pytorch_infer_resnet50.py라는 Python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샘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사용하여 컴파일된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import os
import time
import torch
import torch_neuron
import json
import numpy as np

from urllib import request

from torchvision import models, transforms, datasets

## Create an image directory containing a small kitten
os.makedirs("./torch_neuron_test/images", exist_ok=True)
request.urlretrieve("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labs/mxnet-model-server/master/
docs/images/kitten_small.jpg", 
                    "./torch_neuron_test/images/kitten_small.jpg")

## Fetch labels to output the top classifications
request.urlretrieve("https://s3.amazonaws.com/deep-learning-models/image-models/
imagenet_class_index.json","imagenet_class_index.json")
idx2label = []

with open("imagenet_class_index.json", "r") as read_file: 
    class_idx = json.load(read_file) 
    idx2label = [class_idx[str(k)][1] for k in range(len(class_idx))]

## Import a sample image and normalize it into a tensor
normalize = transforms.Normalize( 
    mean=[0.485, 0.456, 0.406], 
    std=[0.229, 0.224, 0.225])

eval_dataset = datasets.ImageFolder( 
    os.path.dirname("./torch_neuron_test/"), 
    transforms.Compose([ 
    transforms.Resize([224, 224]), 
    transforms.ToTensor(), 
    normalize, 
    ])
)

image, _ = eval_dataset[0]
image = torch.tensor(image.numpy()[np.newaxis, ...])

## Load model
model_neuron = torch.jit.load( 'resnet50_neuron.pt' )

## Predict
results = model_neuron( image )

# Get the top 5 results
top5_idx = results[0].sort()[1][-5:]

# Lookup and print the top 5 labels
top5_labels = [idx2label[idx] for idx in top5_idx]

print("Top 5 labels:\n {}".format(top5_labels) )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컴파일된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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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pytorch_infer_resnet50.py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Top 5 labels: 
 ['tiger', 'lynx', 'tiger_cat', 'Egyptian_cat', 'tabby']

Graviton DLAMI
AWSGraviton GPU DLAMi는 딥 러닝 워크로드에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G5G 인스턴스 유형은 ARM 기반 AWSGraviton2 프로세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프로세서는 처음부터 고객이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방식에 맞게AWS 설
계되고 최적화되었습니다. AWS Graviton GPU DLAMi는 도커, 엔비디아 도커, 엔비디아 드라이버, CUDA, 
CuDNN, NCCL 및 TensorRT뿐만 아니라 TensorFlow 및 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로 사
전 구성되어 PyTorch 있습니다.

G5g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면 Graviton2의 가격 및 성능 이점을 활용하여 GPU 가속을 지원하는 x86 기반 
인스턴스와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GPU 가속 딥 러닝 모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비톤 DLAMI 선택하기
원하는 그래비톤 DLAMI를 사용하여 G5g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DLAMI 실행에 대한 step-by-step 지침은 DLAMI 시작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최신 Graviton DLAMi 목록은 DLAMI의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다음 항목에서는 Graviton DLAMI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목차
• 그래비톤 GPU DLAMI 사용하기 (p. 98)
• 그래비톤 GPU TensorFlow DLAMI 사용하기 (p. 101)
• 그래비톤 GPU PyTorch DLAMI 사용하기 (p. 103)

그래비톤 GPU DLAMI 사용하기
Arm 프로세서 기반 Graviton GPU와 함께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AWS Deep Learning AMI Graviton 
GPU DLAMI는 GPU 드라이버 및 가속 라이브러리의 기본 플랫폼과 함께 제공되어 맞춤형 딥 러닝 환경을 배
포할 수 있습니다. Docker와 NVIDIA Docker는 Graviton GPU DLAMI에 사전 구성되어 있으므로 컨테이너화
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Graviton GPU DLAM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
세요.

목차
• GPU 상태 확인 (p. 99)
• CUDA 버전 확인 (p. 99)
• Docker 확인 (p. 99)
• TensorRT (p. 100)
• CUDA 샘플 실행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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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상태 확인
NVIDIA 시스템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Graviton GPU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nvidia-smi

nvidia-smi명령은 다음과 비슷하게 출력됩니다.

+-----------------------------------------------------------------------------+
| NVIDIA-SMI 470.82.01    Driver Version: 470.82.01    CUDA Version: 11.4     |
|-------------------------------+----------------------+----------------------+
| GPU  Name        Persistence-M| Bus-Id        Disp.A | Volatile Uncorr. ECC |
| Fan  Temp  Perf  Pwr:Usage/Cap|         Memory-Usage | GPU-Util  Compute M. |
|                               |                      |               MIG M. |
|===============================+======================+======================|
|   0  NVIDIA T4G          On   | 00000000:00:1F.0 Off |                    0 |
| N/A   32C    P8     8W /  70W |      0MiB / 15109MiB |      0%      Default |
|                               |                      |                  N/A |
+-------------------------------+----------------------+----------------------+

+-----------------------------------------------------------------------------+
| Processes:                                                                  |
|  GPU   GI   CI        PID   Type   Process name                  GPU Memory |
|        ID   ID                                                   Usage      |
|=============================================================================|
|  No running processes found                                                 |
+-----------------------------------------------------------------------------+

CUDA 버전 확인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CUDA 버전을 확인합니다.

/usr/local/cuda/bin/nvcc --version | grep Cuda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nvcc: NVIDIA (R) Cuda compiler driver
Cuda compilation tools, release 11.4, V11.4.120

Docker 확인
에서 CUDA 컨테이너를 DockerHub실행하여 Graviton GPU에서 도커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sudo docker run --platform=linux/arm64 --rm \ 
    --gpus all nvidia/cuda:11.4.2-base-ubuntu20.04 nvidia-smi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
| NVIDIA-SMI 470.82.01    Driver Version: 470.82.01    CUDA Version: 11.4     |
|-------------------------------+----------------------+----------------------+
| GPU  Name        Persistence-M| Bus-Id        Disp.A | Volatile Uncorr. ECC |
| Fan  Temp  Perf  Pwr:Usage/Cap|         Memory-Usage | GPU-Util  Compute M. |
|                               |                      |               MIG M. |
|===============================+======================+======================|
|   0  NVIDIA T4G          On   | 00000000:00:1F.0 Off |                    0 |
| N/A   33C    P8     9W /  70W |      0MiB / 15109MiB |      0%      Default |
|                               |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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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cesses:                                                                  |
|  GPU   GI   CI        PID   Type   Process name                  GPU Memory |
|        ID   ID                                                   Usage      |
|=============================================================================|
|  No running processes found                                                 |
+-----------------------------------------------------------------------------+

TensorRT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TensorRT 명령줄 도구에 액세스하십시오.

trtexec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 RUNNING TensorRT.trtexec [TensorRT v8200] # trtexec
...
&&&& PASSED TensorRT.trtexec [TensorRT v8200] # trtexec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TensorRT 파이썬 휠도 있습니다. 이 휠은 다음 파일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usr/local/tensorrt/graphsurgeon/
### graphsurgeon-0.4.5-py2.py3-none-any.whl

/usr/local/tensorrt/onnx_graphsurgeon/
### onnx_graphsurgeon-0.3.12-py2.py3-none-any.whl

/usr/local/tensorrt/python/
### tensorrt-8.2.0.6-cp36-none-linux_aarch64.whl
### tensorrt-8.2.0.6-cp37-none-linux_aarch64.whl
### tensorrt-8.2.0.6-cp38-none-linux_aarch64.whl
### tensorrt-8.2.0.6-cp39-none-linux_aarch64.whl

/usr/local/tensorrt/uff/
### uff-0.6.9-py2.py3-none-any.whl

자세한 단원을 TensorRT.

CUDA 샘플 실행

Graviton GPU DLAMI는 미리 컴파일된 CUDA 샘플을 제공하여 다양한 CUDA 기능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ls /usr/local/cuda/compiled_samples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vectorAdd 샘플을 실행합니다.

/usr/local/cuda/compiled_samples/vectorAdd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Vector addition of 50000 elements]
Copy input data from the host memory to the CUDA device
CUDA kernel launch with 196 blocks of 256 th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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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utput data from the CUDA device to the host memory
Test PASSED
Done

transpose샘플 실행:

/usr/local/cuda/compiled_samples/transpose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Transpose Starting...

GPU Device 0: "Turing" with compute capability 7.5

> Device 0: "NVIDIA T4G"
> SM Capability 7.5 detected:
> [NVIDIA T4G] has 40 MP(s) x 64 (Cores/MP) = 2560 (Cores)
> Compute performance scaling factor = 1.00

Matrix size: 1024x1024 (64x64 tiles), tile size: 16x16, block size: 16x16

transpose simple copy       , Throughput = 185.1781 GB/s, Time = 0.04219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ranspose shared memory copy, Throughput = 163.8616 GB/s, Time = 0.04768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ranspose naive             , Throughput = 98.2805 GB/s, Time = 0.07949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ranspose coalesced         , Throughput = 127.6759 GB/s, Time = 0.06119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ranspose optimized         , Throughput = 156.2960 GB/s, Time = 0.04999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ranspose coarse-grained    , Throughput = 155.9157 GB/s, Time = 0.05011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ranspose fine-grained      , Throughput = 158.4177 GB/s, Time = 0.04932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ranspose diagonal          , Throughput = 133.4277 GB/s, Time = 0.05855 ms, Size = 1048576 
 fp32 elements, NumDevsUsed = 1, Workgroup = 256
Test passed

다음

그래비톤 GPU TensorFlow DLAMI 사용하기 (p. 101)

그래비톤 GPU TensorFlow DLAMI 사용하기
Arm 프로세서 기반 Graviton GPU와 함께AWS Deep Learning AMI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최적화되어 
TensorFlow 있습니다. Graviton GPU TensorFlow DLAMI에는 딥 러닝 추론 사용 사례를 위해 TensorFlow 서
빙으로 사전 구성된 Python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raviton GPU TensorFlow DLAMI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세요.

목차
• TensorFlow 서빙 가능 여부 확인 (p. 101)
• API 가용성 확인 TensorFlow 및 TensorFlow 제공 (p. 102)
• TensorFlow 서빙을 이용한 예제 추론 실행 (p. 102)

TensorFlow 서빙 가능 여부 확인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Serving의 TensorFlow 가용성과 버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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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orflow_model_server --version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TensorFlow ModelServer: 0.0.0+dev.sha.3e05381e
TensorFlow Library: 2.8.0

API 가용성 확인 TensorFlow 및 TensorFlow 제공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TensorFlow 제공 API의 TensorFlow 가용성을 확인합니다.

python3 -c "import tensorflow, tensorflow_serving"

명령이 성공하면 출력이 없습니다.

TensorFlow 서빙을 이용한 예제 추론 실행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전 학습된 ResNet 50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TensorFlow 서빙을 사용하여 추론을 실
행하십시오.

# Clone the TensorFlow Serving repository
git clone https://github.com/tensorflow/serving

# Download pre-trained ResNet50 model
mkdir -p ${HOME}/resnet/1 && cd ${HOME}/resnet/1
wget https://tfhub.dev/tensorflow/resnet_50/classification/1?tf-hub-format=compressed -O 
 resnet_50_classification_1.tar.gz
tar -xzvf resnet_50_classification_1.tar.gz && rm resnet_50_classification_1.tar.gz

# Start TensorFlow Serving
cd $HOME
tensorflow_model_server \ 
  --rest_api_port=8501 \ 
  --model_name="resnet" \ 
  --model_base_path="${HOME}/resnet" &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2021-11-10 06:18:51.028341: I tensorflow_serving/model_servers/server_core.cc:486] Finished 
 adding/updating models
2021-11-10 06:18:51.028420: I tensorflow_serving/model_servers/server.cc:133] Using 
 InsecureServerCredentials
2021-11-10 06:18:51.028460: I tensorflow_serving/model_servers/server.cc:383] Profiler 
 service is enabled
2021-11-10 06:18:51.028889: I tensorflow_serving/model_servers/server.cc:409] Running gRPC 
 ModelServer at 0.0.0.0:8500 ...
[evhttp_server.cc : 245] NET_LOG: Entering the event loop ...
2021-11-10 06:18:51.030985: I tensorflow_serving/model_servers/server.cc:430] Exporting 
 HTTP/REST API at:localhost:8501 ...

Serving TensorFlow resnet_client 예제를 사용하여 추론을 실행하십시오.

python3 serving/tensorflow_serving/example/resnet_client.py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2021-11-10 06:18:59.335327: I external/org_tensorflow/tensorflow/stream_executor/cuda/
cuda_dnn.cc:368] Loaded cuDNN version 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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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06:18:59.956156: I external/org_tensorflow/tensorflow/core/platform/default/
subprocess.cc:304] Start cannot spawn child process
Prediction class: 285, avg latency: 111.4673 ms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TensorFlow 서빙을 중단합니다.

kill $(pidof tensorflow_model_server)

다음

그래비톤 GPU PyTorch DLAMI 사용하기 (p. 103)

그래비톤 GPU PyTorch DLAMI 사용하기
Arm 프로세서 기반 Graviton GPU와 함께AWS Deep Learning AMI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최적화되어 
PyTorch 있습니다. Graviton GPU PyTorch DLAMI에는 PyTorchTorchVision, 및 딥러닝 교육 및 추론 사용
TorchServe사례용으로 사전 구성된 Python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raviton GPU PyTorch DLAMI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세요.

목차
• PyTorch 파이썬 환경 확인 (p. 103)
• 다음을 사용하여 교육 샘플 실행 PyTorch (p. 104)
• 다음을 사용하여 추론 샘플 실행 PyTorch (p. 104)

PyTorch 파이썬 환경 확인

G5g 인스턴스에 Connect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기본 Conda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source activate base

명령 프롬프트에는 PyTorch TorchVision, 및 기타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기본 Conda 환경에서 작업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base) $

PyTorch 환경의 기본 툴 경로를 확인합니다.

(base) $ which python
/opt/conda/bin/python

(base) $ which pip
/opt/conda/bin/pip

(base) $ which conda
/opt/conda/bin/conda

(base) $ which mamba
/opt/conda/bin/mamba

Torch 및 TorchVersion 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해당 버전을 확인하고 기본 기능을 테스트하십시오.

(base) $ python
Python 3.8.12 | packaged by conda-forge | (default, Oct 12 2021, 23:06:28)
[GCC 9.4.0] on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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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 import torch, torchvision
>>> torch.__version__
'1.10.0'
>>> torchvision.__version__
'0.11.1'
>>> v = torch.autograd.Variable(torch.randn(10, 3, 224, 224))
>>> v = torch.autograd.Variable(torch.randn(10, 3, 224, 224)).cuda()
>>> assert isinstance(v, torch.Tensor)

다음을 사용하여 교육 샘플 실행 PyTorch

샘플 MNIST 교육 작업 실행:

git clone https://github.com/pytorch/examples.git
cd examples/mnist
python main.py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
Train Epoch: 14 [56320/60000 (94%)]    Loss: 0.021424
Train Epoch: 14 [56960/60000 (95%)]    Loss: 0.023695
Train Epoch: 14 [57600/60000 (96%)]    Loss: 0.001973
Train Epoch: 14 [58240/60000 (97%)]    Loss: 0.007121
Train Epoch: 14 [58880/60000 (98%)]    Loss: 0.003717
Train Epoch: 14 [59520/60000 (99%)]    Loss: 0.001729
Test set: Average loss: 0.0275, Accuracy: 9916/10000 (99%)

다음을 사용하여 추론 샘플 실행 PyTorch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전 학습된 densenet161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TorchServe 다음을 사용하여 추론을 
실행합니다.

# Set up TorchServe
cd $HOME
git clone https://github.com/pytorch/serve.git
mkdir -p serve/model_store
cd serve

# Download a pre-trained densenet161 model
wget https://download.pytorch.org/models/densenet161-8d451a50.pth >/dev/null

# Save the model using torch-model-archiver
torch-model-archiver --model-name densenet161 \ 
    --version 1.0 \ 
    --model-file examples/image_classifier/densenet_161/model.py \ 
    --serialized-file densenet161-8d451a50.pth \ 
    --handler image_classifier \ 
    --extra-files examples/image_classifier/index_to_name.json  \ 
    --export-path model_store  

# Start the model server
torchserve --start --no-config-snapshots \ 
    --model-store model_store \ 
    --models densenet161=densenet161.mar &> torchserve.log

# Wait for the model server to start
sleep 30

# Run a predic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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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http://127.0.0.1:8080/predictions/densenet161 -T examples/image_classifier/kitten.jpg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 
  "tiger_cat": 0.4693363308906555, 
  "tabby": 0.4633873701095581, 
  "Egyptian_cat": 0.06456123292446136, 
  "lynx": 0.0012828150065615773, 
  "plastic_bag": 0.00023322898778133094
}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densenet161 모델의 등록을 취소하고 서버를 중지합니다.

curl -X DELETE http://localhost:8081/models/densenet161/1.0
torchserve --stop

출력은 다음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 
  "status": "Model \"densenet161\" unregistered"
}
TorchServe has stopped.

더 하바나 DLAMI
Habana 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 인스턴스는 딥 러닝 모델 교육 워크로드에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
공하도록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DL1 인스턴스 유형에서는 인텔 회
사인 Habana Labs의 Habana Gaudi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Habana 액셀러레이터가 있는 인스턴스
는 Habana SynapseAI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TensorFlow 및 같은 인기 있는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와 사전 
PyTorch 통합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DLAMI를 사용하여 Habana Gaudi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목차
• 하바나 DLAMI 런칭 (p. 105)

하바나 DLAMI 런칭
최신 DLAMI는 하바나 가우디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Habana DLAMI를 시작하고 Python 및 프레임워크별 리소스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추가 설치 리소
스는 Habana Gaudi 설치 및 설치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 하바나 DLAMI 선택 (p. 105)
• 파이썬 환경 활성화 (p. 106)
• Machine Learning 프레임워크 가져오기 (p. 106)

하바나 DLAMI 선택

원하는 하바나 DLAMI를 사용하여 DL1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DLAMI 실행에 대한 step-by-step 지침은 DLAMI 시작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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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하바나 DLAMI 목록은 DLAMI의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파이썬 환경 활성화
DL1 인스턴스에 Connect Habana DLAMI에 권장되는 Python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권장 Python 환경을 확
인하려면 릴리스 노트에서 DLAMI를 선택하십시오.

Machine Learning 프레임워크 가져오기
Habana 액셀러레이터가 있는 인스턴스는 TensorFlow 및 같은 인기 있는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와 사전 
PyTorch 통합됩니다. 원하는 머신 러닝 프레임워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포트 TensorFlow

Habana TensorFlow DLAMI에서 사용하려면 활성화한 Python 환경의 폴더로 이동하여 TensorFlow 가져오
십시오.

/usr/bin/$PYTHON_VERSION
import tensorflow
tensorflow.__version__

사용 중인 Habana DLAMI와 호환되는 TensorFlow 버전을 확인하려면 릴리스 노트에서 DLAMI를 선택하십
시오.

임포트 PyTorch

Habana PyTorch DLAMI에서 사용하려면 활성화한 Python 환경의 폴더로 이동하여 적절한 PyTorch 버전을 
가져오십시오.

/usr/bin/$PYTHON_VERSION
import torch
torch.__version__

사용 중인 Habana DLAMI와 호환되는 PyTorch 버전을 확인하려면 릴리스 노트에서 DLAMI를 선택하십시
오.

Habana DLAMI에서 TensorFlow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bana 
모델 참조 GitHub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십시오. PyTorch 하바나 DLAMI 사용에 대한 추가 리소스를 보려면
하바나 가우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추론
이 섹션에서는 DLAMI의 프레임워크 및 도구를 사용하여 추론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습서를 제공합니
다.

Elastic Inference를 사용하는 자습서는 Amazon Elastic Inference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프레임워크로 추론
• ONNX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사용 (p. 107)
• ResNet 50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사용 (p. 108)
• ONNX 모델의 추론에 CNTK를 사용하는 방법 (p. 109)

추론 도구
• Apache MXNet용 모델 서버(MMS)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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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 서빙 (p. 120)

ONNX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사용
아파치 MXNet에서 이미지 추론을 위해 ONNX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인큐베이팅)

1. • (파이썬 3용 옵션) - 파이썬 3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환경을 활성화하세요:

$ source activate mxnet_p36

• (파이썬 2용 옵션) - 파이썬 2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환경을 활성화하세요:

$ source activate mxnet_p27

2. 나머지 단계에서는 mxnet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3. 허스키 그림을 다운로드합니다.

$ curl -O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5/Siberian_Husky_bi-
eyed_Flickr.jpg

4. 이 모델과 함께 사용할 클래스 목록을 다운로드합니다.

$ curl -O https://gist.githubusercontent.com/yrevar/6135f1bd8dcf2e0cc683/raw/
d133d61a09d7e5a3b36b8c111a8dd5c4b5d560ee/imagenet1000_clsid_to_human.pkl

5. ONNX 형식의 사전 교육된 VGG 16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 wget -O vgg16.onnx https://github.com/onnx/models/raw/master/vision/classification/
vgg/model/vgg16-7.onnx

6.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다음 내용이 들어 있는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허스키
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사전 교육된 모델에서 예측 결과를 얻고, 클래스 파일에서 이를 조회한 다음 이미
지 분류 결과를 반환합니다.

import mxnet as mx
import mxnet.contrib.onnx as onnx_mxnet
import numpy as np
from collections import namedtuple
from PIL import Image
import pickle

# Preprocess the image
img = Image.open("Siberian_Husky_bi-eyed_Flickr.jpg")
img = img.resize((224,224))
rgb_img = np.asarray(img, dtype=np.float32) - 128
bgr_img = rgb_img[..., [2,1,0]]
img_data = np.ascontiguousarray(np.rollaxis(bgr_img,2))
img_data = img_data[np.newaxis, :, :, :].astype(np.float32)

# Define the model's input
data_names = ['data']
Batch = namedtuple('Batch', data_names)

# Set the context to cpu or gpu
ctx = mx.cpu()

# Load the model
sym, arg, aux = onnx_mxnet.import_model("vgg16.onnx")
mod = mx.mod.Module(symbol=sym, data_names=data_names, context=ctx, label_names=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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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ind(for_training=False, data_shapes=[(data_names[0],img_data.shape)], 
 label_shapes=None)
mod.set_params(arg_params=arg, aux_params=aux, allow_missing=True, allow_extra=True)

# Run inference on the image
mod.forward(Batch([mx.nd.array(img_data)]))
predictions = mod.get_outputs()[0].asnumpy()
top_class = np.argmax(predictions)
print(top_class)
labels_dict = pickle.load(open("imagenet1000_clsid_to_human.pkl", "rb"))
print(labels_dict[top_class])

7. 그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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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 50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사용
사전 학습된 Apache MXNet (인큐베이팅) 모델을 MXNet에서 이미지 추론을 위한 심볼 API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

1. • (파이썬 3용 옵션) - 파이썬 3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환경을 활성화하세요:

$ source activate mxnet_p36

• (파이썬 2용 옵션) - 파이썬 2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환경을 활성화하세요:

$ source activate mxnet_p27

2. 나머지 단계에서는 mxnet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3.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다음 내용이 들어 있는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ResNet -50 모델 파일 (resnet-50-0000.params 및 resnet-50-symbol.json) 과 레이블 목록 (synset.txt) 을 
다운로드하고, 고양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예측 결과를 가져온 다음, 레이블 
결과 목록에서 이를 찾아 예측 결과를 반환합니다.

import mxnet as mx
import numpy as np

path='http://data.mxnet.io/models/imagenet/'
[mx.test_utils.download(path+'resnet/50-layers/resnet-50-0000.params'), 
 mx.test_utils.download(path+'resnet/50-layers/resnet-50-symbol.json'), 
 mx.test_utils.download(path+'synset.txt')]

ctx = mx.cpu()

with open('synset.txt', 'r') as f: 
    labels = [l.rstrip() for l in f]

sym, args, aux = mx.model.load_checkpoint('resnet-50', 0)

fname = mx.test_utils.download('https://github.com/dmlc/web-data/blob/master/mxnet/doc/
tutorials/python/predict_image/cat.jpg?raw=true')
img = mx.image.imread(fname)
# convert into format (batch, RGB, width, height)
img = mx.image.imresize(img, 224, 224) # resize
img = img.transpose((2, 0, 1)) # Channel first
img = img.expand_dims(axis=0) # batchify
img = img.astype(dtype='float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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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s['data'] = img

softmax = mx.nd.random_normal(shape=(1,))
args['softmax_label'] = softmax

exe = sym.bind(ctx=ctx, args=args, aux_states=aux, grad_req='null')

exe.forward()
prob = exe.outputs[0].asnumpy()
# print the top-5
prob = np.squeeze(prob)
a = np.argsort(prob)[::-1]
for i in a[0:5]: 
    print('probability=%f, class=%s' %(prob[i], labels[i]))

4. 그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

probability=0.418679, class=n02119789 kit fox, Vulpes macrotis
probability=0.293495, class=n02119022 red fox, Vulpes vulpes
probability=0.029321, class=n02120505 grey fox, gray fox, Urocyon cinereoargenteus
probability=0.026230, class=n02124075 Egyptian cat
probability=0.022557, class=n02085620 Chihuahua

ONNX 모델의 추론에 CNTK를 사용하는 방법
Note

V28 릴리스부터 CNTK, Caffe, Caffe2 및 Theano Conda 환경은 더 이상 AWS Deep Learning AMI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Note

이 자습서에서 사용하는 VGG-16 모델은 대량의 메모리를 소비합니다. AWS Deep Learning AMI 인
스턴스를 선택하는 경우 30GB 이상의 RAM을 가진 인스턴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NTK의 추론에 ONNX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1. • (Python 3에 대한 옵션) - Python 3 CNTK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cntk_p36

• (Python 2에 대한 옵션) - Python 2 CNTK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cntk_p27

2. 나머지 단계에서는 cntk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3. 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스크립트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NTK에서 ONNX 형식 

파일을 엽니다.

import cntk as C
# Import the Chainer model into CNTK via the CNTK import API
z = C.Function.load("vgg16.onnx", device=C.device.cpu(), format=C.ModelFormat.ONNX)
print("Loaded vgg16.onnx!")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후 CNTK에 모델이 로드됩니다.
4. CNTK를 통한 추론 실행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허스키 그림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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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l -O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5/Siberian_Husky_bi-
eyed_Flickr.jpg

5. 다음으로 이 모델과 함께 사용할 클래스 목록을 다운로드합니다.

$ curl -O https://gist.githubusercontent.com/yrevar/6135f1bd8dcf2e0cc683/raw/
d133d61a09d7e5a3b36b8c111a8dd5c4b5d560ee/imagenet1000_clsid_to_human.pkl

6. 이전에 생성한 스크립트가 다음 콘텐츠를 보유하도록 편집합니다. 이 새 버전은 허스키의 이미지를 사용
하고, 예측 결과를 얻고, 클래스 파일에서 이를 조회한 다음 예측 결과를 반환합니다.

import cntk as C
import numpy as np
from PIL import Image
from IPython.core.display import display
import pickle

# Import the model into CNTK via the CNTK import API
z = C.Function.load("vgg16.onnx", device=C.device.cpu(), format=C.ModelFormat.ONNX)
print("Loaded vgg16.onnx!")
img = Image.open("Siberian_Husky_bi-eyed_Flickr.jpg")
img = img.resize((224,224))
rgb_img = np.asarray(img, dtype=np.float32) - 128
bgr_img = rgb_img[..., [2,1,0]]
img_data = np.ascontiguousarray(np.rollaxis(bgr_img,2))
predictions = np.squeeze(z.eval({z.arguments[0]:[img_data]}))
top_class = np.argmax(predictions)
print(top_class)
labels_dict = pickle.load(open("imagenet1000_clsid_to_human.pkl", "rb"))
print(labels_dict[top_class])

7. 그런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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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X로 프레임워크 사용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는 이제 일부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방형 신경망 교환 (ONNX) 모델을 지원합니
다. 아래 나열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에서 ONNX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보십시오.

DLAMI에서 기존 ONNX 모델을 사용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ONNX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
베이팅) 사용 (p. 107).

ONNX 정보
Open Neural Network Exchange(ONNX)는 딥 러닝 모델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열린 포맷입니다. ONNX는 
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및 기타 여러 파트너에서 지원합니다. 선택한 아무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디자인, 교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ONNX 모델의 이점은 프레임워크 간
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는 현재 다음 튜토리얼 모음에서 일부 ONNX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Apache MXNet - ONNX - CNTK 자습서 (p. 111)
• Chainer ONNX CNTK 자습서 (p. 112)
• Chainer-ONNX-MXNet 자습서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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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p. 115)
•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p. 117)

ONNX 프로젝트 설명서 및 자습서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 ONNX 프로젝트 시작 GitHub
• ONNX 자습서

Apache MXNet - ONNX - CNTK 자습서
Note

V28 릴리스부터 CNTK, Caffe, Caffe2 및 Theano Conda 환경은 더 이상 AWS Deep Learning AMI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ONNX 개요

Open Neural Network Exchange(ONNX)는 딥 러닝 모델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열린 포맷입니다. ONNX는 
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및 기타 여러 파트너에서 지원합니다. 선택한 아무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디자인, 교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ONNX 모델의 이점은 프레임워크 간
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ONNX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단계를 따라함
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모델을 교육하거나 사전 교육된 모델을 로드하고, 이 모델을 ONNX로 내보내
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이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NNX 사전 조건

이 ONNX 자습서를 사용하려면 Conda 버전 12 이상이 설치된 딥 러닝 AMI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Conda
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Important

이 예제는 최대 8GB의 메모리(또는 그 이상)가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로 터미널 세션을 시작하여 다음 튜토리얼을 시작하십시오.

Apache MXNet(incubating) 모델을 ONNX로 변환한 다음 이 모델을 CNTK로 로드

Apache MXNet(incubating)에서 모델을 내보내는 방법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의 MXNet Conda 환경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최신 MXNet 빌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 (Python 3에 대한 옵션) - Python 3 MXNet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36

• (Python 2에 대한 옵션) - Python 2 MXNet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mxnet_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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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머지 단계에서는 mxnet_p36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3.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curl -O https://s3.amazonaws.com/onnx-mxnet/model-zoo/vgg16/vgg16-symbol.json
curl -O https://s3.amazonaws.com/onnx-mxnet/model-zoo/vgg16/vgg16-0000.params

4. MXNet에서 ONNX 형식으로 모델 파일을 내보내려면 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스크립트에
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mxnet as mx
from mxnet.contrib import onnx as onnx_mxnet
converted_onnx_filename='vgg16.onnx'

# Export MXNet model to ONNX format via MXNet's export_model API
converted_onnx_filename=onnx_mxnet.export_model('vgg16-symbol.json', 
 'vgg16-0000.params', [(1,3,224,224)], np.float32, converted_onnx_filename)

# Check that the newly created model is valid and meets ONNX specification.
import onnx
model_proto = onnx.load(converted_onnx_filename)
onnx.checker.check_model(model_proto)

일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지만 지금은 해당 메시지를 무시해도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
후 동일한 디렉터리에 새로 생성된 .onnx 파일이 표시됩니다.

5. 이제 ONNX 파일이 있으므로 다음 예제로 추론을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 ONNX 모델의 추론에 CNTK를 사용하는 방법 (p. 109)

ONNX 자습서

• Apache MXNet - ONNX - CNTK 자습서 (p. 111)
• Chainer ONNX CNTK 자습서 (p. 112)
• Chainer-ONNX-MXNet 자습서 (p. 114)
•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p. 117)
•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p. 115)

Chainer ONNX CNTK 자습서
Note

V28 릴리스부터 CNTK, Caffe, Caffe2 및 Theano Conda 환경은 더 이상 AWS Deep Learning AMI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ONNX 개요
Open Neural Network Exchange(ONNX)는 딥 러닝 모델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열린 포맷입니다. ONNX는 
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및 기타 여러 파트너에서 지원합니다. 선택한 아무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디자인, 교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ONNX 모델의 이점은 프레임워크 간
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ONNX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단계를 따라함
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모델을 교육하거나 사전 교육된 모델을 로드하고, 이 모델을 ONNX로 내보내
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이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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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X 사전 조건

이 ONNX 자습서를 사용하려면 Conda 버전 12 이상이 설치된 딥 러닝 AMI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Conda
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Important

이 예제는 최대 8GB의 메모리(또는 그 이상)가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로 터미널 세션을 시작하여 다음 튜토리얼을 시작하십시오.

Chainer 모델을 ONNX로 변환한 다음 모델을 CNTK로 로드

첫 번째, Chainer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chainer_p36 
          

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스크립트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hainer의 Model Zoo에서 모
델을 가져온 다음 이를 ONNX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chainer
import chainercv.links as L
import onnx_chainer

# Fetch a vgg16 model
model = L.VGG16(pretrained_model='imagenet')

# Prepare an input tensor
x = np.random.rand(1, 3, 224, 224).astype(np.float32) * 255

# Run the model on the data
with chainer.using_config('train', False): 
  chainer_out = model(x).array

# Export the model to a .onnx file
out = onnx_chainer.export(model, x, filename='vgg16.onnx')

# Check that the newly created model is valid and meets ONNX specification.
import onnx
model_proto = onnx.load("vgg16.onnx")
onnx.checker.check_model(model_proto)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후 동일한 디렉터리에 새로 생성된 .onnx 파일이 표시됩니다.

이제 ONNX 파일이 있으므로 다음 예제로 추론을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 ONNX 모델의 추론에 CNTK를 사용하는 방법 (p. 109)

ONNX 자습서

• Apache MXNet - ONNX - CNTK 자습서 (p. 111)
• Chainer ONNX CNTK 자습서 (p. 112)
• Chainer-ONNX-MXNet 자습서 (p. 114)
•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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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p. 115)

Chainer-ONNX-MXNet 자습서
ONNX 개요

Open Neural Network Exchange(ONNX)는 딥 러닝 모델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열린 포맷입니다. ONNX는 
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및 기타 여러 파트너에서 지원합니다. 선택한 아무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디자인, 교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ONNX 모델의 이점은 프레임워크 간
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ONNX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단계를 따라함
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모델을 교육하거나 사전 교육된 모델을 로드하고, 이 모델을 ONNX로 내보내
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이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NNX 사전 조건

이 ONNX 자습서를 사용하려면 Conda 버전 12 이상이 설치된 딥 러닝 AMI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Conda
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Important

이 예제는 최대 8GB의 메모리(또는 그 이상)가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로 터미널 세션을 시작하여 다음 튜토리얼을 시작하십시오.

Chainer 모델을 ONNX로 변환한 다음 모델을 MXNet으로 로드

첫 번째, Chainer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chainer_p36 
          

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스크립트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hainer의 Model Zoo에서 모
델을 가져온 다음 이를 ONNX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chainer
import chainercv.links as L
import onnx_chainer

# Fetch a vgg16 model
model = L.VGG16(pretrained_model='imagenet')

# Prepare an input tensor
x = np.random.rand(1, 3, 224, 224).astype(np.float32) * 255

# Run the model on the data
with chainer.using_config('train', False): 
  chainer_out = model(x).array

# Export the model to a .onnx file
out = onnx_chainer.export(model, x, filename='vgg16.onnx')

# Check that the newly created model is valid and meets ONNX specification.
import on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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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_proto = onnx.load("vgg16.onnx")
onnx.checker.check_model(model_proto)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후 동일한 디렉터리에 새로 생성된 .onnx 파일이 표시됩니다.

이제 ONNX 파일이 있으므로 다음 예제로 추론을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 ONNX 모델을 통한 추론에 아파치 MXNet (인큐베이팅) 사용 (p. 107)

ONNX 자습서

• Apache MXNet - ONNX - CNTK 자습서 (p. 111)
• Chainer ONNX CNTK 자습서 (p. 112)
• Chainer-ONNX-MXNet 자습서 (p. 114)
•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p. 117)
•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p. 115)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Note

V28 릴리스부터 CNTK, Caffe, Caffe2 및 Theano Conda 환경은 더 이상 AWS Deep Learning AMI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AWS Deep Learning 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픽스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ONNX 개요

Open Neural Network Exchange(ONNX)는 딥 러닝 모델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열린 포맷입니다. ONNX는 
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및 기타 여러 파트너에서 지원합니다. 선택한 아무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디자인, 교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ONNX 모델의 이점은 프레임워크 간
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ONNX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단계를 따라함
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모델을 교육하거나 사전 교육된 모델을 로드하고, 이 모델을 ONNX로 내보내
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이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NNX 사전 조건

이 ONNX 자습서를 사용하려면 Conda 버전 12 이상이 설치된 딥 러닝 AMI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Conda
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Important

이 예제는 최대 8GB의 메모리(또는 그 이상)가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로 터미널 세션을 시작하여 다음 튜토리얼을 시작하십시오.

PyTorch 모델을 ONNX로 변환한 다음 모델을 CNTK로 불러오기

먼저 PyTorch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pytorch_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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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만들고 스크립트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 
ONNX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PyTorch

# Build a Mock Model in Pytorch with a convolution and a reduceMean layer\
import torch
import torch.nn as nn
import torch.nn.functional as F
import torch.optim as optim
from torchvision import datasets, transforms
from torch.autograd import Variable
import torch.onnx as torch_onnx

class Model(nn.Module): 
    def __init__(self): 
        super(Model, self).__init__() 
        self.conv = nn.Conv2d(in_channels=3, out_channels=32, kernel_size=(3,3), stride=1, 
 padding=0, bias=False) 

    def forward(self, inputs): 
        x = self.conv(inputs) 
        #x = x.view(x.size()[0], x.size()[1], -1) 
        return torch.mean(x, dim=2)

# Use this an input trace to serialize the model
input_shape = (3, 100, 100)
model_onnx_path = "torch_model.onnx"
model = Model()
model.train(False)

# Export the model to an ONNX file
dummy_input = Variable(torch.randn(1, *input_shape))
output = torch_onnx.export(model,  
                          dummy_input,  
                          model_onnx_path,  
                          verbose=False)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후 동일한 디렉터리에 새로 생성된 .onnx 파일이 표시됩니다. 이제 CNTK Conda 환
경으로 전환하여 CNTK로 모델을 로드합니다.

다음으로 CNTK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deactivate
$ source activate cntk_p36       

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스크립트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NTK에서 ONNX 형식 파일
을 엽니다.

import cntk as C
# Import the PyTorch model into CNTK via the CNTK import API
z = C.Function.load("torch_model.onnx", device=C.device.cpu(), format=C.ModelFormat.ONNX)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후 CNTK에 모델이 로드됩니다.

이전 스크립트에 다음을 추가한 다음 실행함으로써 CNTK를 사용하여 ONNX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 Export the model to ONNX via the CNTK export API
z.save("cntk_model.onnx", format=C.ModelFormat.ON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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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X 자습서

• Apache MXNet - ONNX - CNTK 자습서 (p. 111)
• Chainer ONNX CNTK 자습서 (p. 112)
• Chainer-ONNX-MXNet 자습서 (p. 114)
•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p. 117)
•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p. 115)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ONNX 개요

Open Neural Network Exchange(ONNX)는 딥 러닝 모델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열린 포맷입니다. ONNX는 
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및 기타 여러 파트너에서 지원합니다. 선택한 아무 프레
임워크를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디자인, 교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ONNX 모델의 이점은 프레임워크 간
에 이동이 간편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ONNX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단계를 따라함
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모델을 교육하거나 사전 교육된 모델을 로드하고, 이 모델을 ONNX로 내보내
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이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NNX 사전 조건

이 ONNX 자습서를 사용하려면 Conda 버전 12 이상이 설치된 딥 러닝 AMI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AMI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Conda
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

Important

이 예제는 최대 8GB의 메모리(또는 그 이상)가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로 터미널 세션을 시작하여 다음 튜토리얼을 시작하십시오.

PyTorch 모델을 ONNX로 변환한 다음 모델을 MXNet에 로드합니다.

먼저 PyTorch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activate pytorch_p36 
          

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만들고 스크립트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 
ONNX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PyTorch

# Build a Mock Model in PyTorch with a convolution and a reduceMean layer
import torch
import torch.nn as nn
import torch.nn.functional as F
import torch.optim as optim
from torchvision import datasets, transforms
from torch.autograd import Variable
import torch.onnx as torch_onnx

class Model(nn.Module): 
    def __init__(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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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Model, self).__init__() 
        self.conv = nn.Conv2d(in_channels=3, out_channels=32, kernel_size=(3,3), stride=1, 
 padding=0, bias=False) 

    def forward(self, inputs): 
        x = self.conv(inputs) 
        #x = x.view(x.size()[0], x.size()[1], -1) 
        return torch.mean(x, dim=2)

# Use this an input trace to serialize the model
input_shape = (3, 100, 100)
model_onnx_path = "torch_model.onnx"
model = Model()
model.train(False)

# Export the model to an ONNX file
dummy_input = Variable(torch.randn(1, *input_shape))
output = torch_onnx.export(model,  
                          dummy_input,  
                          model_onnx_path,  
                          verbose=False)
print("Export of torch_model.onnx complete!")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후 동일한 디렉터리에 새로 생성된 .onnx 파일이 표시됩니다. 이제 MXNet Conda 환
경으로 전환하여 MXNet으로 모델을 로드합니다.

다음으로 MXNet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 source deactivate
$ source activate mxnet_p36       

텍스트 편집기로 새 파일을 생성하고, 스크립트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XNet에서 ONNX 형식 파일
을 엽니다.

import mxnet as mx
from mxnet.contrib import onnx as onnx_mxnet
import numpy as np

# Import the ONNX model into MXNet's symbolic interface
sym, arg, aux = onnx_mxnet.import_model("torch_model.onnx")
print("Loaded torch_model.onnx!")
print(sym.get_internals())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이후 MXNet에 모델이 로드되고, 일부 기본 모델 정보를 출력합니다.

ONNX 자습서

• Apache MXNet - ONNX - CNTK 자습서 (p. 111)
• Chainer ONNX CNTK 자습서 (p. 112)
• Chainer-ONNX-MXNet 자습서 (p. 114)
• PyTorch ONNX에서 MXNet으로 가는 튜토리얼 (p. 117)
• PyTorch ONNX에서 CNTK로 가는 방법 튜토리얼 (p. 115)

모델 제공
다음은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에 설치된 모델 서비스 옵션입니다. 옵션 중 한 가지를 클릭하여 사용
법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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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Apache MXNet용 모델 서버(MMS) (p. 119)
• TensorFlow 서빙 (p. 120)
• TorchServe (p. 123)

Apache MXNet용 모델 서버(MMS)
Apache MXNet용 모델 서버(MMS)는 Apache MXNet(incubating) 또는 Open Neural Network 
Exchange(ONNX) 모델 형식으로 내보낸 딥 러닝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한 도구입니다. MMS는 DLAMI 
with Conda에 미리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 MMS 자습서에서는 이미지 분류 모델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제
• MMS에서 이미지 분류 모델 서비스 (p. 119)
• 기타 예 (p. 120)
• 추가 정보 (p. 120)

MMS에서 이미지 분류 모델 서비스

이 자습서에서는 MMS를 통해 이미지 분류 모델을 서비스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델은 MMS Model 
Zoo를 통해 제공되며, MMS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서버가 실행 중이면 예측 요청을 청취합
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서버는 모델이 교육한 1,000개 클래스 가운
데 가장 일치하는 5개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반환합니다. 모델과 모델의 교육 방식, 그리고 모델 테스트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MS Model Zo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MS에서 예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서비스하려면

1.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에 Connect.
2. MXNet 환경 활성화:

• CUDA 9.0 및 MKL-DNN이 있는 Python 3의 MXNet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source activate mxnet_p36

• CUDA 9.0 및 MKL-DNN이 있는 Python 2의 MXNet 및 Keras 2의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source activate mxnet_p27

3. 다음 명령과 함께 MMS를 실행합니다.  > /dev/null를 추가하면 추가 테스를 실행하는 동안 로그 출
력이 중단됩니다.

$ mxnet-model-server --start > /dev/null

MMS가 현재 호스트에서 실행 중이고, 추론 요청을 청취하는 중입니다.
4. 그런 다음 curl 명령을 사용하여 MMS의 관리 엔드포인트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려는 모델을 지정하십시

오.

$ curl -X POST "http://localhost:8081/models?url=https%3A%2F%2Fs3.amazonaws.com
%2Fmodel-server%2Fmodels%2Fsqueezenet_v1.1%2Fsqueezenet_v1.1.model"

5. MMS는 사용하려는 작업자의 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 3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curl -v -X PUT "http://localhost:8081/models/squeezenet_v1.1?min_worker=3"

119

https://github.com/awslabs/mxnet-model-server/
http://mxnet.io/
https://github.com/awslabs/mxnet-model-server/blob/master/docs/model_zoo.md
https://github.com/awslabs/mxnet-model-server/blob/master/docs/model_zoo.md
https://github.com/awslabs/mxnet-model-server/blob/master/docs/model_zoo.md


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모델 제공

6. 고양이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MMS 예측 엔드포인트로 전송합니다.

$ curl -O https://s3.amazonaws.com/model-server/inputs/kitten.jpg
$ curl -X POST http://127.0.0.1:8080/predictions/squeezenet_v1.1 -T kitten.jpg

예측 엔드포인트는 다음 상위 5개의 예측과 유사한 예측을 JSON으로 반환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94%의 확률로 이집트 고양이를 포함하고, 그 다음으로 5.5%의 확률로 스라소니를 포함합니다.

{ 
 "prediction": [ 
  [{ 
    "class": "n02124075 Egyptian cat", 
    "probability": 0.940 
   }, 
   { 
    "class": "n02127052 lynx, catamount", 
    "probability": 0.055 
   }, 
   { 
    "class": "n02123045 tabby, tabby cat", 
    "probability": 0.002 
   }, 
   { 
    "class": "n02123159 tiger cat", 
    "probability": 0.0003 
   }, 
   { 
    "class": "n02123394 Persian cat", 
    "probability": 0.0002 
   } 
  ] 
 ]
} 
         

7. 더 많은 이미지를 테스트하거나 테스트를 완료한 경우 서버를 중지하십시오.

$ mxnet-model-server --stop

이 자습서는 기본 모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MMS는 모델 서비스에 Elastic Inference를 사용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Inference를 사용한 모델 서비스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다른 MMS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의 MM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GitHub.

기타 예
MMS에는 DLAMI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는 MMS 프로젝트 리포지토리에
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Docker로 MMS를 설정하는 방법 또는 최신 MMS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비롯한 더 많은 MMS 설명서를 보
려면 MMS 프로젝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itHub.

TensorFlow 서빙
TensorFlow 서빙은 머신 러닝 모델을 위한 유연한 고성능 서빙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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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a와 함께 딥 러닝tensorflow-serving-api AMI가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mples/
tensorflow-serving/에 MNIST 모델의 학습, 내보내기, 서비스를 위한 예제 스크립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를 실행하려면 먼저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에 연결하고 TensorFlow 환경을 활성화하십
시오.

$ source activate tensorflow_p37

이제 서비스할 예제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 cd ~/examples/tensorflow-serving/

Pretrained Inception Model 제공

다음은 Inception과 같은 다른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가능한 
모델과 클라이언트 스크립트가 이미 DLAMI에 다운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Inception 모델을 사용하여 추론 제공 및 테스트

1. 이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 curl -O https://s3-us-west-2.amazonaws.com/tf-test-models/INCEPTION.zip

2. 이 모델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 unzip INCEPTION.zip

3. 허스키 그림을 다운로드합니다.

$ curl -O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5/Siberian_Husky_bi-
eyed_Flickr.jpg

4. 서버를 시작합니다. Amazon Linux의 경우 model_base_path에 사용되는 디렉터리를 /home/
ubuntu에서 /home/ec2-user로 변경해야 합니다.

$ tensorflow_model_server --model_name=INCEPTION --model_base_path=/home/ubuntu/
examples/tensorflow-serving/INCEPTION/INCEPTION --port=9000

5. 서버가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려면 다른 터미널 세션을 시작해야 합니
다. 새 터미널을 열고 TensorFlow 로source activate tensorflow_p37 활성화합니다. 그
런 다음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다음 내용이 들어 있는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을
inception_client.py로 지정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이미지 파일 이름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사전 교
육 모델에서 예측 결과를 가져옵니다.

from __future__ import print_function

import grpc
import tensorflow as tf
import argparse

from tensorflow_serving.apis import predict_pb2
from tensorflow_serving.apis import prediction_service_pb2_grpc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description='TF Serving Test', 
    formatter_class=argparse.ArgumentDefaultsHelpFormatter
)
parser.add_argument('--server_address', default='localhost: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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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Tenforflow Model Server Address')
parser.add_argument('--image', default='Siberian_Husky_bi-eyed_Flickr.jpg', 
                    help='Path to the image')
args = parser.parse_args()

def main(): 
  channel = grpc.insecure_channel(args.server_address) 
  stub = prediction_service_pb2_grpc.PredictionServiceStub(channel) 
  # Send request 
  with open(args.image, 'rb') as f: 
    # See prediction_service.proto for gRPC request/response details. 
    request = predict_pb2.PredictRequest() 
    request.model_spec.name = 'INCEPTION' 
    request.model_spec.signature_name = 'predict_images' 

    input_name = 'images' 
    input_shape = [1] 
    input_data = f.read() 
    request.inputs[input_name].CopyFrom( 
      tf.make_tensor_proto(input_data, shape=input_shape)) 

    result = stub.Predict(request, 10.0)  # 10 secs timeout 
    print(result) 

  print("Inception Client Passed")

if __name__ == '__main__': 
  main()

6. 이제 서버 위치, 포트 및 허스키 사진의 파일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 python3 inception_client.py --server=localhost:9000 --image Siberian_Husky_bi-
eyed_Flickr.jpg

MNIST 모델 교육 및 제공
이 자습서에서는 모델을 하나 내보낸 다음 tensorflow_model_server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해 보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 모델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MNIST 모델을 학습하고 내보내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이 스크립트의 유일한 인수인 폴더 위치를 입력
해야 모델이 저장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mnist_model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가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 python mnist_saved_model.py /tmp/mnist_model

이 스크립트에서 결과가 출력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학습이 완료되어 모델
을 최종적으로 내보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Done training!
Exporting trained model to mnist_model/1
Done exporting!

다음 단계는 tensorflow_model_server를 실행하여 내보낸 모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tensorflow_model_server --port=9000 --model_name=mnist --model_base_path=/tmp/mnist_model

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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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해 보려면 새 터미널 창을 열어야 합니다.

$ python mnist_client.py --num_tests=1000 --server=localhost:9000

더 많은 기능과 예제

TensorFlow 서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TensorFlow 웹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Amazon Elastic Inference 추론과 함께 TensorFlow 서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ensorFlow 서빙과 함께 Elastic Inference Inferenc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TorchServe
TorchServe 에서 익스포트된 딥 러닝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한 도구입니다 PyTorch. TorchServe v34부
터 Conda와 함께 딥 러닝 AMI가 사전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사용에 TorchServe 대한 자세한 내용은  PyTorch설명서용 모델 서버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에 이미지 분류 모델 제공 TorchServe

이 자습서에서는 를 사용하여 이미지 분류 모델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TorchServe. 에서 제공하는 
DenseNet -161 모델을 사용합니다 PyTorch. 서버가 실행되면 예측 요청을 수신합니다. 이미지 (여기서는 새
끼 고양이 이미지) 를 업로드하면 서버가 모델이 학습된 클래스 중 일치하는 상위 5개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반환합니다.

에 예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제공하려면 TorchServe

1. Conda v34 이상을 사용하여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에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에 Connect.

2. pytorch_latest_p36환경을 활성화합니다.

source activate pytorch_latest_p36

3. TorchServe 리포지토리를 복제한 다음 모델을 저장할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pytorch/serve.git
mkdir model_store     

4. 모델 아카이버를 사용하여 모델을 보관합니다. extra-files매개변수는TorchServe 리포지토리
의 파일을 사용하므로 필요한 경우 경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모델 아카이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
Torch Model 아카이버를 참조하십시오 TorchServe.

wget https://download.pytorch.org/models/densenet161-8d451a50.pth
torch-model-archiver --model-name densenet161 --version 1.0 --model-file ./
serve/examples/image_classifier/densenet_161/model.py --serialized-file 
 densenet161-8d451a50.pth --export-path model_store --extra-files ./serve/examples/
image_classifier/index_to_name.json --handler image_classifier

5. TorchServe 실행하여 엔드포인트를 시작합니다. 추가하면> /dev/null 로그 출력이 중단됩니다.

torchserve --start --ncs --model-store model_store --models densenet161.mar > /dev/null

6. 새끼 고양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TorchServe 예측 엔드포인트로 전송하십시오.

curl -O https://s3.amazonaws.com/model-server/inputs/kitte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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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http://127.0.0.1:8080/predictions/densenet161 -T kitten.jpg

예측 엔드포인트는 다음 상위 5개 예측과 유사한 예측을 JSON으로 반환합니다. 이 예측에서는 이미지
에 이집트 고양이가 포함될 확률이 47% 이고, 얼룩무늬 고양이가 있을 확률이 46% 입니다.

{ 
 "tiger_cat": 0.46933576464653015, 
 "tabby": 0.463387668132782, 
 "Egyptian_cat": 0.0645613968372345, 
 "lynx": 0.0012828196631744504, 
 "plastic_bag": 0.00023323058849200606
}

7. 테스트를 마친 후 서버를 중단합니다.

torchserve --stop

기타 예시

TorchServe 에는 DLAMI 인스턴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가 있습니다.  TorchServe프로젝트 리포
지토리 예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Docker 및 최신 TorchServe 기능을 TorchServe 사용하여 설정하는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TorchServe 설명
서는 의 TorchServe 프로젝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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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MI 업그레이드
여기서는 DLAMI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와 DLAMI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새 DLAMI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p. 125)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팁 (p. 125)

새 DLAMI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DLAMI의 시스템 이미지는 새로운 딥 러닝 프레임워크 릴리스, CUDA 및 기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성능 튜
닝을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DLAMI를 한동안 사용해 왔는데 업데이트를 활용하려면 새 
인스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 체크포인트 등 귀중한 정보를 모두 수동으로 이전해야 합니
다. 대신 Amazon EB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존하고 새 DLAMI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자주 업그레이드하면서도 데이터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Note

Amazon EBS 볼륨을 연결하고 DLAMI 간에 이동할 때는 DLAMI와 새 볼륨이 모두 동일한 가용 영역
에 있어야 합니다.

1. Amazon EC2 콘솔을 사용하여 새 Amazon EBS 볼륨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Amazon EBS 볼륨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기존 DLAMI에 새로 만든 Amazon EBS 볼륨 연결 자세한 지침은 Amazon EBS 볼륨 연결을 참조하십시
오.

3. 데이터(예: 데이터 세트, 체크포인트, 구성 파일)를 이전합니다.
4. DLAMI를 실행하십시오. 자세한 지침은 DLAMI 시작 및 구성 (p. 15) 섹션을 참조하세요.
5. 기존 DLAMI에서 Amazon EBS 볼륨을 분리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Amazon EBS 볼륨 분리를 참조하십

시오.
6. 새 DLAMI에 Amazon EBS 볼륨 연결 2단계의 지침에 따라 볼륨을 연결합니다.
7. 새 DLAMI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기존 DLAMI를 중지하고 종료하십시오. 자세한 정

리 지침은 정리 (p. 1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팁
때때로 DLAMI에서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ython 패키지 업데이
트에는 pip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pip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의 Conda 환경 내에서 패키
지를 업데이트하는 데에도 사용해야 합니다. 지침 업그레이드 및 설치를 위해서는 특정 프레임워크 또는 소
프트웨어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ote

패키지 업데이트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종속성이 호환되지 않는 환경에서 패키지를 업데이
트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라이브러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패키지 종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수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은 기존 패키지를 제거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환경의 안정성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패키지의 최신 기본 브랜치를 실행하려면 적절한 환경을 활성화한 다음pip install --upgrade 명
령 끝에 추가하십시오--pr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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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tivate mxnet_p36
pip install --upgrade mxnet --pre

많은 Conda 환경과 많은 패키지가 사전 설치되어AWS Deep Learning AMI 제공됩니다. 사전 설치된 패키지
가 많기 때문에 호환성이 보장되는 패키지 세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계
획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라는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DLAMI는 모든 DLAMI 제공 환경의 정확성
을 보장하지만 사용자가 설치한 패키지가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26



딥 러닝 AMI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보호

AWS Deep Learning AMI의 보안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매우 민감한 조직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AWS와 귀하의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은 이 사항을 클라우드의 보안 및 클라우드 내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자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
안 효과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DLAMI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참조하십시오AWS.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
의 민감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DLAMI 사용 시 책임 분담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DLAMI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또한 DLAMI 리소스를 모니터
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의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AWS Deep Learning AMI의 데이터 보호 (p. 127)
• AWS Deep Learning AMI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p. 128)
• AWS Deep Learning AMI의 로깅 및 모니터링 (p. 131)
• AWS Deep Learning AMI의 규정 준수 확인 (p. 132)
• AWS Deep Learning AMI의 복원성 (p. 132)
• AWS Deep Learning AMI의 인프라 보안 (p. 133)

AWS Deep Learning AMI의 데이터 보호
AWS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AWS는 모든 AWS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사용하는 AWS 서비스 서비스의 보안 구성과 관리 작업이 포함돼 있습
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FAQ를 참조하세요. 유럽의 데이터 보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AWS 계정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또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통해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TLS 1.2가 필요하며 TLS 1.3을 권장합니다.
• AWS CloudTrail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
•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

리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통해 AWS에 액세스할 때 FIPS 140-2 검증된 암호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FI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FIPS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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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태그나 이름(Name) 필드와 같은 자유 양식 필드에 입
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DLAMI 또는 기타 서비스에서 콘솔, APIAWS CLI, 또는AWS SDK를
AWS 서비스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름에 사용되는 태그 또는 자유 형식 필드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청구 또는 진단 로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AWS Deep Learning AMI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
리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는 관리자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IAM 관리자는 DLAMI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인증 (로그인) 및 권한
부여 (권한 있음) 및 권한 부여 (권한 있음) 된 사용자를 제어합니다. IAM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p. 128)
•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p. 130)
• Amazon EMR 사용 IAM (p. 131)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인증은 ID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에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나 IAM 사용자로 또
는 IAM 역할을 수임하여 인증(AWS에 로그인)되어야 합니다.

자격 증명 소스를 통해 제공된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형 ID로 AWS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회사의 Single 
Sign-On 인증, Google 또는 Facebook 자격 증명이 페더레이션형 ID의 예입니다. 페더레이션형 ID로 로그인
할 때 관리자가 이전에 IAM 역할을 사용하여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설정했습니다. 페더레이션을 사용하
여 AWS에 액세스하면 간접적으로 역할을 수임합니다.

사용자 유형에 따라AWS Management Console 또는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에 로
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로그인 사용 설명서의 AWS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세
요.

AWS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경우,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에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및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를AWS 제공합니다. AWS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요청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권장 방법을 사용하여 요청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의 <shared id="AWS"/> API 요청에 서명을 참조하세요.

사용하는 인증 방법에 상관 없이 추가 보안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는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하여 계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다중 인증 및 IAM 사용 설명서의 AWS에서 다중 인증
(MFA)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계정 루트 사용자
AWS 계정을 생성할 때는 해당 계정의 모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단일 
로그인 ID로 시작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AWS 계정 루트 사용자라고 하며,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하여 액세스합니다. 일상적인 태스크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루트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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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태스크의 전체 목록은 AWS Account Management 참조 안내서의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이 필요한 태스크를 참조하세요.

IAM 사용자 및 그룹
IAM 사용자는 단일 개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내 자격 증명입니다. 
가능하면 암호 및 액세스 키와 같은 장기 보안 인증 정보가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대신 임시 보안 인증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AM 사용자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특정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액세
스 키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사용 사례의 경
우 정기적으로 액세스 키 교체를 참조하세요.

IAM 그룹은 IAM 사용자 컬렉션을 지정하는 자격 증명입니다. 귀하는 그룹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룹
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의 권한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사용하면 대규모 사용자 집합의 권한
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Admins라는 그룹이 있고 이 그룹에 IAM 리소스를 관리할 권
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역할과 다릅니다. 사용자는 한 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고유하게 연결되지만, 역할은 해당 역할
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영구적인 장기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
은 임시 자격 증명만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사용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역할
이 아님)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
IAM 역할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계정 내 ID입니다. IAM 사용자와 유사하지만, 특정 개인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역할을 전환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IAM 역할을 임시로 수임할 수 있습니
다. AWS CLI 또는 AWS API 태스크를 호출하거나 사용자 지정 URL을 사용하여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역할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임시 자격 증명이 있는 IAM 역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페더레이션 사용자 액세스 -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할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가 인증되면 역할이 연결되고 역할에 정의된 권한이 부여됩
니다. 페더레이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Creating a role for a third-party Identity 
Provider(서드 파티 자격 증명 공급자의 역할 만들기) 부분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는 
경우 권한 집합을 구성합니다. 인증 후 아이덴티티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제어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세트를 IAM의 역할과 연관짓습니다. 권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권한 세트를 참조하세요.

• 임시 IAM 사용자 권한 -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은 IAM 역할을 수임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임
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로스 계정 액세스 - IAM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의 사용자(신뢰할 수 있는 보안 주체)가 내 계정의 리
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크로스 계정 액세스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AWS 서비스를 사용하면 역할을 (프록시로 사용하는 대신) 리소스에 정책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액세스를 위한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 교차 서비스 액세스 – 일부 AWS 서비스는 다른 AWS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호출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는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Amazon S3에 
객체를 저장합니다. 서비스는 호출하는 보안 주체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역할을 사용하거나, 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주체 권한 -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을 사용하여 AWS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안 주체로 간주

됩니다. 정책은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다른 서비스에서 다른 태
스크를 트리거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태스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작업에 정책에서 추가 종속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를 참
조하십시오.

• 서비스 역할 -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수임하는 IAM 역
할입니다. IAM 관리자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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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연결 역할 –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서비스에 연결된 서비스 역할의 한 유형입니다.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계정에 
나타나고, 서비스가 소유합니다. IAM 관리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볼 수 있지만 편집은 할 수 없
습니다.

• Amazon EC2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 IAM 역할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고 AWS CLI 
또는 AWS API 요청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임시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EC2 인스턴
스 내에 액세스 키를 저장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C2 인스턴스에 AWS 역할을 할당하고 해당 역할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인
스턴스 프로파일에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으며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임시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
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을 사용할지 또는 IAM 사용자를 사용할지를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사용자 대신)
을 생성하는 경우를 참조하세요.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정책을 생성하고 AWS ID 또는 리소스에 연결하여 AWS 내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정책은 ID 또는 리소스와 
연결될 때 해당 권한을 정의하는 AWS의 객체입니다. AWS는 보안 주체(사용자, 루트 사용자 또는 역할 세
션)가 요청을 보낼 때 이러한 정책을 평가합니다. 정책에서 권한은 요청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지를 결정합
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AWS에 JSON 문서로서 저장됩니다. JSON 정책 문서의 구조와 콘텐츠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JSON 정책 개요를 참조하세요.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역할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
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IAM 관리자가 IAM 정책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가 IAM 정책을 역할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작업에 대한 권한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iam:GetRole 태스크를 허용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정책이 있는 사용자는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API에서 역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IAM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과 같은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는 JSON 권한 
정책 문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와 역할이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생
성을 참조하세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인라인 정책 또는 관리형 정책으로 한층 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정책은 단일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직접 포함됩니다. 관리형 정책은 AWS 계정에 속한 다수의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관리형 정책에는 AWS 관리형 정책과 고객 관리형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형 정책 또는 인라인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의 선택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기반 정책
리소스 기반 정책은 리소스에 연결하는 JSON 정책 문서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의 예는 IAM 역할 신뢰 정
책과 Amazon S3 버킷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관리자는 이러한 정책
을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연결된 리소스의 경우 정책은 지정된 
보안 주체가 해당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
에서 보안 주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주체에는 계정, 사용자, 역할, 페더레이션 사용자 또는 AWS 서비스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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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기반 정책은 해당 서비스에 있는 인라인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는 IAM의 AWS 관리형 정
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액세스 제어 목록(ACL)
ACL(액세스 제어 목록)은 어떤 보안 주체(계정 멤버, 사용자 또는 역할)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ACL은 JSON 정책 문서 형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리소스 기반 정책과 유사합니
다.

Amazon S3, AWS WAF 및 Amazon VPC는 ACL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ACL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려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CL(액세스 제어 목록) 개요를 참조하세요.

기타 정책 유형
AWS는 비교적 일반적이지 않은 추가 정책 유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 유형은 더 일반적인 정책 유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권한 경계 – 권한 경계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 따라 IAM 엔터티(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설정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엔터티에 대한 권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얻는 
권한은 개체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과 그 권한 경계의 교집합입니다. Principal 필드에서 사용자나 역할
을 보안 주체로 지정하는 리소스 기반 정책은 권한 경계를 통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에 
포함된 명시적 거부는 허용을 재정의합니다. 권한 경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엔
터티에 대한 권한 경계를 참조하세요.

• 서비스 제어 정책(SCP) – SCP는 AWS Organizations에서 조직 또는 조직 단위(OU)에 최대 권한을 지정하
는 JSON 정책입니다. AWS Organizations는 기업이 소유하는 여러 개의 AWS 계정을 그룹화하고 중앙에
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조직에서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서비스 제어 정책(SCP)을 임의의 또
는 모든 계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CP는 각 AWS 계정 루트 사용자를 비롯하여 멤버 계정의 엔터티에 
대한 권한을 제한합니다. 조직 및 SC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의 SCP 작
동 방식을 참조하세요.

• 세션 정책 – 세션 정책은 역할 또는 연합된 사용자에 대해 임시 세션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할 때 파
라미터로 전달하는 고급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얻는 세션의 권한은 사용자 또는 역할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교차와 세션 정책입니다. 또한 권한을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에 포함된 명시적 거부는 허용을 재정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세션 정책을 참조
하세요.

여러 정책 유형
여러 정책 유형이 요청에 적용되는 경우 결과 권한은 이해하기가 더 복잡합니다. 여러 정책 유형이 관련될 때 
AWS가 요청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정책 평가 로직을 참조하세요.

Amazon EMR 사용 IAM
Amazon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EMR과 함께 사용하여 사용자,AWS 리소스, 그룹, 역할 및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 및 역할이 액세스할 수 있는AWS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습
니다.

Amazon EMR 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AW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Deep Learning AMI의 로깅 및 모니터링
AWS Deep Learning AMI인스턴스에는 GPU 사용 통계를 Amazon에 보고하는 유틸리티를 비롯한 여러 
GPU 모니터링 도구가 함께 제공됩니다 CloudWatch. 자세한 내용은 GPU 모니터링 및 최적화 및 Amazon 
EC2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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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추적
다음AWS Deep Learning AMI 운영 체제 배포에는 인스턴스 유형, 인스턴스 ID, DLAMI 유형 및 OS 정보를
AWS 수집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LAMI 내에서 사용되는 명령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거나 보
관되지 않습니다. DLAMI에 대한 다른 정보는 수집되거나 보관되지 않습니다.

• Ubuntu 16.04
• Ubuntu 18.04
• Ubuntu 20.04
• Amazon Linux 2

DLAMI에 대한 사용 추적을 옵트아웃하려면 시작 시 Amazon EC2 인스턴스에 태그를 추가하십시오. 태그는 
관련 값이OPT_OUT_TRACKING 로 설정된 키를 사용해야true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리소스
에 태깅 을 참조하세요.

AWS Deep Learning AMI의 규정 준수 확인
타사 감사자는 여러 AWS Deep Learning AMI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WS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지원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의 규정 준수 확인을 참조하십
시오.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 있는 AWS 서비스 목록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
스를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에서 보
고서 다운로드 를 참조하세요.

DLAMI 사용 시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
됩니다. AWS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이 배포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AWS에
서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고객 조직이 속한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워크북 및 가이드 콜렉션 입니
다.

•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규칙을 사용하여 리소스 평가 – AWS Config 서비스는 내부 사례, 산업 지침 
및 규제에 대한 리소스 구성의 준수 상태를 평가합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보안 산업 표준 및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WS 내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AWS Deep Learning AMI의 복원성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을 갖
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루어
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는 다중 데
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데이터 복원성 및 백업 필요를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의 복원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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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 Learning AMI의 인프라 보안
의 인프라AWS Deep Learning AMI 보안은 Amazon EC2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의 인
프라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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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주제

• 포럼 (p. 134)
• 관련 블로그 게시물 (p. 134)
• FAQ (p. 134)

포럼
• 포럼:AWS 딥 러닝 AMI

관련 블로그 게시물
• 딥러닝 AMI와 관련된 기사 목록 업데이트
• 시작AWS Deep Learning AMI (10분 후)
• Amazon EC2, C5 및 P3 인스턴스에서 최적화된 TensorFlow 1.6을 통한 빠른 교육
• Machine Learning 실무자를 위한 새로운AWS 딥 러닝 AMI
• 제공되는 새로운 교육 과정: Machine Learning 및 딥 러닝 소개 onAWS
• 다음을 통한 딥 러닝으로의 여정AWS

FAQ
• Q. DLAMI와 관련된 제품 발표를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 이 블로그 카테고리인 "AWS딥 러닝 AMIs"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딥 러닝 AMI와 관련된 기사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포럼 “보기”:AWS 딥 러닝 AMI

• Q. NVIDIA 드라이버와 CUDA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DLAMI에는 서로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에는 모든 DLAMI의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UDA 설치 및 프레임워크 바인딩 (p. 3) 단원에서 다룹니
다. 특정 AMI의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여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Q. CuDNN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 Q. GPU가 인식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nvidia-smi를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하나 이상의 GPU와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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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상 환경이 나를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에만 가능합니다.
• Q. 어떤 버전의 Python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각 DLAMI에는 파이썬 2와 3이 모두 있습니다.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에는 각 프레임워크의 
두 버전에 대한 환경이 있습니다.

• Q. 케라스가 설치되어 있나요?

AMI에 따라 다릅니다. Conda를 사용한 딥 러닝 AMI (p. 5)에는 각 프레임워크에 대해 프런트 엔드로서 사
용 가능한 Keras가 있습니다. Keras의 버전은 이에 대한 프레임워크 지원에 따라 다릅니다.

• Q. 무료인가요?

모든 DLAMI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선택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인스턴스는 무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LAMI 가격 책정 (p. 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Q. 프레임워크에서 CUDA 오류 또는 GPU 관련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용하는 인스턴스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많은 예제 및 자습서를 작동시키려면 GPU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행 중에 GPU가nvidia-smi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하나 이상의 GPU가 있는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다른 
DLAMI를 가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LAMI의 인스턴스 유형 선택 (p. 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Q. Docker를 사용할 수 있나요?

Docker는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 버전 14부터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GPU를 사용하려면 GPU 
인스턴스에서 nvidia-docker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Linux DLAMI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리전(Region) 코드

미국 동부(오하이오) us-east-2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GovCloud us-gov-west-1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us-west-1

미국 서부(오레곤) us-west-2

베이징(중국) cn-north-1

닝샤(중국) cn-northwest-1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ap-south-1

Asia Pacific (Seoul) ap-northeast-2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ap-southeast-1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ap-southeast-2

Asia Pacific (Tokyo) ap-northeast-1

Canada (Central) ca-central-1

EU(프랑크푸르트) eu-central-1

EU(아일랜드) eu-west-1

EU(런던) eu-we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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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Region) 코드

EU(파리) eu-west-3

SA(상파울루) sa-east-1

• Q: Windows DLAMI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리전(Region) 코드

미국 동부(오하이오) us-east-2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GovCloud us-gov-west-1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us-west-1

미국 서부(오레곤) us-west-2

베이징(중국) cn-north-1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ap-south-1

Asia Pacific (Seoul) ap-northeast-2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ap-southeast-1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ap-southeast-2

Asia Pacific (Tokyo) ap-northeast-1

Canada (Central) ca-central-1

EU(프랑크푸르트) eu-central-1

EU(아일랜드) eu-west-1

EU(런던) eu-west-2

EU(파리) eu-west-3

SA(상파울루) sa-ea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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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MI 출시 정보
Note

AWS Deep Learning AMI보안 패치에 대한 야간 릴리스 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분 보안 패치는 
공식 릴리스 노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일 프레임워크 DLAMI
TensorFlow-특정 AMI

• AWS뉴런
• AWSDeep Learning AMI Neuron TensorFlow 2.10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뉴런 TensorFlow 2.10 (우분투 20.04)

• GPU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12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12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11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11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10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10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9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9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8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8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7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7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6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6 (우분투 20.04)
• AWS딥 러닝 AMI 그래비톤 GPU TensorFlow 2.6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6 (Ubuntu 18.04)
• AWSDeep Learning AMI GPU TensorFlow 2.5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TensorFlow 2.5 (우분투 20.04)

PyTorch-특정 AMI

• AWS뉴런
• AWSDeep Learning AMI Neuron PyTorch 1.13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 AWS딥 러닝 AMI 뉴런 PyTorch 1.13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Neuron PyTorch 1.11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 AWS딥 러닝 AMI 뉴런 PyTorch 1.11 (우분투 20.04)

• GPU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2.0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 AWS딥 러닝 AMI GPU PyTorch 2.0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1.13 (Amazon Linu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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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neuron-tensorflow-2-10-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neuron-tensorflow-2-10-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12-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12-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11-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11-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10-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10-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9-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9-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live-deep-learning-ami-gpu-tensorflow-2-8-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8-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7-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7-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6-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6-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raviton-gpu-tensorflow-2-6-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tensorflow-2-6-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tensorflow-ami-amazon-linux-2-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tensorflow-ami-ubuntu-20-04-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neuron-pytorch-1-13-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neuron-pytorch-1-13-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neuron-pytorch-1-11-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neuron-pytorch-1-11-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2-0-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2-0-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3-amazon-linu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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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레임워크 DLAMI

• AWS딥 러닝 AMI GPU PyTorch 1.13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1.12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PyTorch 1.12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1.11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PyTorch 1.11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1.10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PyTorch 1.10 (우분투 20.04)
• AWS딥 러닝 AMI 그래비톤 GPU PyTorch 1.10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1.10 (Ubuntu 18.04)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1.9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PyTorch 1.9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PyTorch 1.9 (Ubuntu 18.04)

엠엑스넷 전용 AMI

• AWSDeep Learning AMI GPU MXNet 1.9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GPU
• AWS딥 러닝 AMI GPU MXNet 1.9 (우분투 20.04)

멀티프레임워크 DLAMI
Note

머신 러닝 프레임워크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 a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단일 프레임워크 
DLAMI (p. 137).

• AWSDeep Learning AMI (Amazon Linux 2) Deep Lear
• AWSDeep Learning AMI (Amazon Linux) Amazon Linux
• AWSDeep Learning AMI (Ubuntu 18.04)
• AWSDeep Learning AMI (Ubuntu 16.04)

GPU DLAMI
쿠다 11.1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1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CUDA 11.1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04 (Amazon Linux 2)

쿠다 11.2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2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CUDA 11.2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04 (Amazon Linux 2)

쿠다 11.3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3 (Amazon Linu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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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3-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2-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2-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1-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1-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0-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0-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deep-learning-ami-graviton-gpu-pytorch-1-10-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pytorch-1-10-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pytorch-ami-amazon-linux-2-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pytorch-ami-ubuntu-20-04-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pytorch-ami-ubuntu-18-04-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mxnet-1-9-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mxnet-1-9-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amazon-linu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ubuntu-16-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ami-amazon-linux-2-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ami-ubuntu-20-04-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ami-ubuntu-18-04-version-1-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ami-amazon-linux-2-version-2-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ami-ubuntu-20-04-version-2-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gpu-ami-ubuntu-18-04-version-2-x-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3-amazon-linu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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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나 DLAMI

• AWS딥 러닝 AMI GPU CUDA 11.3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04 (Amazon Linux 2)

쿠다 11.4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4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CUDA 11.4 (우분투 20.04)
• AWS딥 러닝 AMI 그래비톤 GPU CUDA 11.4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04 (Amazon Linux 2)

쿠다 11.5

• AWSDeep Learning AMI GPU CUDA 11.5 (Amazon Linux 2)
• AWS딥 러닝 AMI GPU CUDA 11.5 (우분투 20.04)

하바나 DLAMI
TensorFlow-특정 AMI

• AWSDeep Learning AMI Habana TensorFlow SynapseAI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U
• AWS딥 러닝 AMI 하바나 TensorFlow 시냅스AI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Ubuntu 18.04) TensorFlow

PyTorch-특정 AMI

• AWSDeep Learning AMI Habana PyTorch SynapseAI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AMI U
• AWS딥 러닝 AMI 하바나 PyTorch 시냅스AI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I Ubuntu 18.04) PyTorch

베이스 DLAMI
뉴런

• AWSDeep Learning Base AMI Neuron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 AWS딥 러닝 베이스 AMI 뉴런 (우분투 20.04)

GPU

• AWSDeep Learning Amazon Linux 2) Deep Learning Base AMI
• AWSDeep Learning Base AMI (Amazon Linux) Amazon Linux
• AWS딥 러닝 베이스 AMI (우분투 20.04)
• AWSDeep Learning Amazon AMI (Ubuntu 18.04)
• AWSDeep Learning Amazon AMI (Ubuntu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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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3-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3-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4-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4-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raviton-gpu-cuda-11-4-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4-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5-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gpu-cuda-11-5-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habana-tensorflow-synapseai-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habana-tensorflow-synapseai-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habana-tensorflow-synapseai-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habana-pytorch-synapseai-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habana-pytorch-synapseai-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habana-pytorch-synapseai-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base-neuron-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ami-base-neuron-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base-ami-amazon-linux-2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base-ami-amazon-linux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base-gpu-ami-ubuntu-20-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base-ami-ubuntu-18-04
http://aws.amazon.com/releasenotes/aws-deep-learning-base-ami-ubuntu-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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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까
지 남은 일

다음 표에는 AWS Deep Learning AMI에서 사용 중단된 기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 중단된 기능 사용 중단 날짜 사용 중단 알림

Ubuntu 16.04 10/07/2021 우분투 리눅스 16.04 LTS는 
2021년 4월 30일에 5년 LTS 기
간이 끝났으며 해당 벤더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1
년 10월 현재 새 릴리스에서 
딥 러닝 베이스 AMI (Ubuntu 
16.04) 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
니다.

Amazon Linux 10/07/2021 아마존 end-of-life리눅스는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2021
년 10월 현재 새 릴리스의 딥 
러닝 AMI (아마존 리눅스) 업
데이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
습니다. Deep Learning AMI 
(Amazon Linux) Linux) Linux) 
Linux) 는 계속 남은 일

Chainer 07/01/2020 Chainer는 2019년 12월부로 주
요 릴리스의 종료를 공지했습
니다. 따라서 2020년 7월부터 
더 이상 DLAMI에 체이너 콘다 
환경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입
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DLAMI의 이전 릴리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
레임워크에 대해 오픈 소스 커
뮤니티에서 게시한 보안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
합니다.

Python 3.6 06/15/2020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TF/
MX/PT 릴리스를 위해 Python 
3.7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Python 2 01/01/2020 Python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Python 2에 대한 지원을 공식
적으로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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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blogs/aws/update-on-amazon-linux-ami-end-of-life/
https://chainer.org/announcement/2019/12/05/released-v7.html
https://chainer.org/announcement/2019/12/05/released-v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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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단된 기능 사용 중단 날짜 사용 중단 알림
TensorFlow PyTorch, 및 
MXNet 커뮤니티에서는 또한 
TensorFlow 1.15, TensorFlow 
2.1, PyTorch 1.4 및 MXNet 
1.6.0 릴리스가 파이썬 2를 지
원하는 마지막 버전이 될 것이
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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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 Learning AMI 개발자 안내
서의 문서 이력

변경 사항 설명 날짜

그래비톤 DLAMI (p. 98) AWS Deep Learning AMI이제 
Arm 프로세서 기반 Graviton GPU
에서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하바나 DLAMI (p. 105) AWS Deep Learning AMI이제 하
바나 가우디 하드웨어와 하바나 
시냅스AI SDK를 지원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TensorFlow 2 (p. 39) Conda를 사용하는 딥 러닝 AMI
에는 이제 CUDA 10이 포함된 
TensorFlow 2개가 함께 제공됩니
다.

2019년 12월 3일

AWS추론 (p. 83) 딥 러닝 AMI는 이제AWS 인퍼
런시아 하드웨어와AWS Neuron 
SDK를 지원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인셉션 모델과 함께 TensorFlow 
서빙 사용하기 (p. 120)

Elastic Inference 유무에 관계없이 
Inception 모델과 함께 추론을 사
용하는 예제가 TensorFlow 서빙
에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호로보드와 함께 256개의 
TensorFlow GPU를 사용한 트레
이닝 (p. 56)

TensorFlow with Horovod 튜토리
얼은 다중 노드 트레이닝의 예를 
추가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Elastic Inference (p. 15) 설정 가이드에 Elastic Inference 
전제 조건 및 관련 정보가 추가되
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MMS v1.0이 DLAMI에서 출시되
었습니다. (p. 119)

MMS 자습서는 새로운 모델 아카
이브 형식(.mar)을 사용하도록 업
데이트되었으며 새로운 시작 및 
중지 기능을 보여줍니다.

2018년 11월 15일

나이틀리 TensorFlow 빌드에서 
설치 (p. 37)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TensorFlow AMI에서 야
간 빌드를 제거하고 설치하는 방
법을 설명하는 자습서가 추가되었
습니다. TensorFlow

2018년 10월 16일

야간 빌드에서 CNTK 설치 (p. 33) CNTK를 제거한 다음 Conda를 사
용하여 딥 러닝 AMI에 야간 CNTK 
빌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습서가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야간 빌드에서 아파치 MXNet (인
큐베이팅) 설치 (p. 30)

MXNet을 제거한 다음 Conda를 
사용하여 딥 러닝 AMI에 야간 
MXNet 빌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201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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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자습서가 추가되었습니
다.

나이틀리 PyTorch 빌드에서 설
치 (p. 36)

Conda를 사용하여 Deep 
Learning PyTorch AMI에서 야간 
빌드를 제거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습서가 추가되었습니
다. PyTorch

2018년 9월 25일

이제 Docker가 DLAMI에 사전 설
치되어 있습니다. (p. 134)

콘다가 탑재된 딥 러닝 AMI v14부
터 Docker 및 NVIDIA의 GPU용 
Docker 버전이 사전 설치되어 있
습니다.

2018년 9월 25일

TensorBoard 튜토리얼 (p. 45) 예제가 ~/examples/tensorboard
로 이동했습니다. 자습서 경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맥스보드 튜토리얼 (p. 43) MXNet 모델의 시각화를 위한 
MXBoard 사용 방법 자습서가 추
가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분산 교육 튜토리얼 (p. 46) 다중 GPU 교육용 Keras-MXNet 
사용 방법 자습서가 추가되었습니
다. Chainer 자습서가 v4.2.0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콘다 튜토리얼 (p. 24) 예제 MOTD가 업데이트되어 더욱 
최신 릴리스를 반영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체이너 튜토리얼 (p. 47) Chainer의 소스로부터 최신 예제
를 사용하도록 자습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이전 업데이트:

다음 표에서는 2018년 7월 이전 AWS Deep Learning AMI의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합
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TensorFlow 호로보드와 함께 TensorFlow 및 Horovod를 
ImageNet 사용한 훈련 튜토리얼
을 추가했습니다.

2018년 6월 6일

업그레이드 안내서 업그레이드 안내서가 추가되었습
니다.

2018년 5월 15일

새로운 리전과 새로운 10분 자습
서

새로운 리전인 미국 서부(캘리포
니아 북부), 남아메리카, 캐나다
(중부), EU(런던), EU(파리)가 추
가되었습니다. 또한 10분 자습서
의 첫 번째 릴리스 제목이 "Deep 
Learning AMI 시작하기"로 지정되
었습니다.

2018년 26월 4일

Chainer 자습서 다중 GPU, 단일 GPU 및 CPU 모
드의 Chainer 사용 자습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여러 프레임워크에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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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대한 CUDA 통합이 CUDA 8에서 
CUDA 9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
다.

리눅스 AMIs v3.0 및 MXNet 모델 
서버 소개, TensorFlow 서빙 및 
TensorBoard

MXNet 모델 서버 v0.1.5, 서빙 
v1.4.0 및 v0.4.0을 사용하는 새로
운 모델 및 TensorBoard 시각화 
TensorFlow 서비스 기능이 포함
된 Conda AMI용 튜토리얼을 추
가했습니다. AMI 및 프레임워크 
CUDA 기능은 Conda 및 CUDA 
개요에 설명되어 있음. 최신 출시 
정보를 http://aws.amazon.com/ 
releasenotes/(으)로 이동

2018년 1월 25일

Linux AMIs v2.0 NCCL 2.1로 Base, Source 및 
Conda AMI 업데이트됨. 소스 및 
콘다 AMI가 MXNet v1.0, PyTorch 
0.3.0 및 케라스 2.0.9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2개의 Windows AMI 옵션 추가 Windows 2012 R2 및 2016 AMI 
릴리스: AMI 선택 설명서에 추가 
및 출시 정보에 추가.

2017년 11월 30일

최초 문서 릴리스 변경된 주제/단원의 링크를 포함
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
명.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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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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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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