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코어 2세대 IPU
소개
2018년 AI 가속화를 위한 IPU(지능처리장치: Intelligence Processing Unit)를 출시한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그래프코어(Graphcore)가 IPU-머신(IPU-Machine)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2세대 플랫폼은 초대용량 병렬 처리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처리 성능, 더
큰 메모리 및 기본 내장된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이
스타트업은 최고의 엔지니어, 자문 및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1세대 하드웨어는 이제 Microsoft Azure 클라우드는 물론, DellEMC 서버에서도 지원됩니다. 양사 모두 투자자입니다. 그래프코어는 이제 업계 유일의
대용량 확장성을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구성 요소인 해당 2세대 플랫폼에
미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림 1: 그래프코어 IPU-머신(IPU-MACHINE)

그래프코어 IPU-Machine은 4개의 IPU, 통합 100GbE 스케일아웃(scale-out) 구조, PCIe 및
추가 DDR 메모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1U 어플라이언스는 최대 1

페타플롭(petaflop)의 AI 성능 및 450GB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그래프코어의 포플러(Poplar) 개발 스택을 통해 지원되는 해당 신규 플랫폼은 4-way IPU-Machine
어플라이언스 내 7nm 콜로서스 MK2(Colossus MK2)가 특징이며, 1024개 랙 전반에서 최대 64,000 IPU로
확장 가능합니다.

완전하게 구성된 AI 슈퍼컴퓨터는 약 16 엑사플롭(exaflop)의 AI (16-비트 FP) 성능을
제공합니다. 1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래프코어는 대규모 고성능 병렬 컴퓨팅을
단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살펴보고 늘어나는 잠재적인 경쟁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콜로러스 MK2 IPU(COLOSSUS MK2 IPU) (GC200)
TSMC가 제조하는 새로운 MK2 파트는 대용량 병렬 59.4 B 트랜지터 프로세서입니다. 이는
1,472개 코어 전반에서 약 250 TOPS(Trillion Operations per Second)를 제공하고, 2.8Tb/s의
저지연시간 구조 전반에서 상호 연결된 900MB의 인프로세서 메모리(In-Processor
Memory)를 제공합니다. MK1 세대의 아키텍처 설계 대부분이 MK2 플랫폼으로 이어졌으며,
코어와 온다이(on-die) SRAM을 포함한 프로세싱 타일로 구성되고, 오프다이(off-die)를
확장해 다른 IPU 도메인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일한 구조상에 상호 연결되었습니다.

원래의 IPU 설계를 7nm로 축소하면서 그래프코어 설계자들은 비용 절감 대신, 성능 및
메모리 극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AI 애플리케이션들이 여전히 성능 제한적이며,
데이터센터 학습 애플리케이션의 비용에 민감하지 않는 반면, 에지 추론 처리는 보다 비용
및 파워에 민감하다는 일반적인 관찰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MK2는 이전
세대보다 20% 더 많은 코어, 3배 더 많은 온다이 SRAM 및 16배 더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확장성, 배포 및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온다이 IPU 메모리는 이제 최대 448GB의 "스트리밍 메모리" DRAM을 통해
보완됩니다. 또한, MK2 IPU는 AI 연산을 위해 에너지 및 성능을 튜닝하는 데 사용되는 AIFloat라는 그래프코어가 개발한 새로운 부동 소수점 구현 기술 세트에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표준 IEEE FP16 포맷을 이용해 AI-Float은 여러 방식으로 최적화됩니다.
확률적 라운딩(stochastic rounding)으로 마스터 가중치를 반영하여 FP16을 FP32 성능과
일치시키고 FP16.16은 순방향 및 역바향 전파를 위해 FP16.32와 일치시킴으로써 칩당 250
테라플롭(teraflop) 연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칩은 62.5 테라플롭 단정밀도(singleprecision) FP32를 지원합니다.
다수 또는 대부분의 AI 모델은 최고 수준의 희소성을 지닌 모델 매개변수를 생성합니다.
영원(zero element)으로 multiply하지 않으면, 성능이 2~3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MK2는
블록(block), 스칼라(scalar), 정적(static), 동적(dynamic) 희소성 등 다양한 희소 패턴을 위한
새로운 희소성 최적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언제 multiply하지 않아야 하는
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프코어는 효과적으로 희소성 최적화를 그래프 버텍스
코드렛(graph vertex codelet)으로 컴파일할 수 있었습니다.

IPU-MACHINE (M2000)
AI 실리콘을 칩 대신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문형 OEM 또는 ODM 주도의 설계 및
테스트를 통해 시장 출시 시간을 6~12개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액셀러레이터에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용이하게 채택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가속화하기 위해
2개의 IPU PCIe 보드에서 MK1 실리콘을 생산했습니다. MK2 버전을 통해 그래프코어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으며, 4개의 IPU 디바이스를 포함한 M2000 IPU-Machine으로 불리는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합니다. 1U 피자 박스는 저지연시간 액세스를 위해 ROCE(RDMA over
Converged Ethernet)으로 100Gb Ethernet에서 액세스됩니다. Ethernet을 이용해 PCIe
커넥터의 병목과 비용을 피하고 CPU 대 액셀러레이터 비율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박스는 통합 스테일 아웃(scale-out) 네트워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개발을 위한 소형 시스템에서 표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InfiniBand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한 대용량 랙 구축으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IPUFabric은 Ethernet을 통해 터널링해 타일과 다른 IPU를 연결함으로써 구축 사이즈에 관계없이
동일한 프로그래밍 모델과 BSP(Bulk Synchronous Processing)를 유지합니다. IPU-Machine의
정가는 32,450 달러로서 매우 비싸지만, 이 플랫폼의 성능을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플러그앤플레이 스케일링 이외에도, IPU-Machine은 4개 IPU에서 이용할 수 있는 DDR
메모리로 인프로세서 메모리(In-Processor Memory)를 보완합니다. MK1에 대한 고객
피드백을 통해 개발 중인 초대형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버전에서 훨씬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IPU-Machine은 이들 대형
모델을 처리할 수 있도록 450GB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OpenAI.org에 따르면, 모델 사이즈는
매 3.5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아키텍처는 시장 판도를 바꾸어놓을 수
있으며 매우 낮은 비용으로 HBM2(High Bandwidth Memory)보다 100배의 대역폭과 10배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IPU-Machine을 위한 메모리 모델은 CPU나 GPU와 같은 많은 AI 액셀러레이터의
메모리 모델과는 매우 다릅니다. 호스트 메모리 저장소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메모리로
데이터 및 코드를 교환(swapping)해야 하는 메모리 계층 대신, 포플러 그래프 컴파일러(Poplar
Graph Compiler)는 타일의 메모리와 Machine의 DDR 메모리 모두에서 결정적 코드-메모리
관계를 생성합니다. 그래프 버텍스의 IPU 타일은 데이터가 어디에 상주하는지를 알고 직접
액세스합니다. 캐싱, 교환(swapping), 프리 페치(pre-fetch) 및 증분 지연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IPU-Machine은 호스트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도 추론 처리를 위해 독립형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산과 통신 모두를 컴파일한 MK1에 처음 적용된 BSP
모델 덕분에 네트워크 통신 오버헤드는 병렬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메시징
또는 공유 메모리 구성에 비해 최소로 유지됩니다.

IPU-Machine은 DRAM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1개 Gateway 칩, 2개 100Gbps IPU-Fabric
Links, 1개 표준 SmartNIC용 PCIe 슬롯, 2개 1GbE OpenBMC 관리 인터페이스 및 1개 M.2
슬롯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 2: IPU-MACHINE M2000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그래프코어는 1U IPU-Machine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IPU 실리콘을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확장 및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2세대 IPU-FABRIC

모델 사이즈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십 억 개의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빌트인 패브릭은 AI 액셀러레이터에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형 모델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또는 수천 개 프로세서 전반에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NVIDIA의 NVLink처럼 일부 기업들은 자체 액셀러레이터에서 전용
패브릭을 제공하거나, 2019년 인텔에 인수된 Habana Labs와 같이 표준 Etherne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코어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용 IPU-Link 패브릭을 사용해 IPU와 인접 랙
IPU 전반에서 통신을 주고받는 동시에, 보다 대규모 구성을 지원하는 랙 간(rack-to-rack)
스케일 아웃(scale-out)을 위해 표준 100GbE 전반에서 IPU-Link 프로토콜 터널링합니다.
IPU-Machine 설계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규모 인프라 전반에서 호스트
CPU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추론 처리를 위해) 플로그 앤 플레이 스케일링(scaling)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3: IPU-MACHINE 스태킹 옵션

IPU-Machine은 플러그 앤 플레이 스케일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프코어는 사용자에게 테스트된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그래프코어 패브릭은 유연한 분산(disaggregation)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대부분 다른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CPU 대 액셀러레이터의 고정 비율로 제한되지 않고
액셀레이터 어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모델은 매우 적은 CPU 상호
작용 및 사용량을 요구하며 1: 100 비율의 CPU 대 액셀러레이터면 충분합니다 한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함수들 − 평균화(averaging) 등 − 이 스칼라 CPU
코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4 또는 1:8 비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0Gb Ethernet을
활용함으로써 탄력적인 구성을 쉽게 구축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며 최대 64,000 IPU로
스케일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산된 스케일링 모델은 아마도 2세대 그래프코어
IPU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 러닝은 데이터(또는 배치(batch)) 병렬 처리, 변환, 풀링(pooling) 등을 위한 레이어 병렬
처리, 그리고 인스턴스 전반의 텐서(tensor) 병렬 처리 등 3차원으로 병렬 처리를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경우, 이는 다차원 패브릭 전반에 구현되며 IPU-Fabric에 의해
지원되는 3D-Ring 토폴로지는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의 1대1 직접 통신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패브릭은 전체 축소(all-reduce), 전체 수집(all-gather) 및
브로드캐스트(broadcast)와 같은 군집(collectives) 연산을 표시해 보다 용이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림 4: 수퍼 컴퓨터 규모를 위한 IPU-POD

그래프코어는 상호 연결된 IPU-POD 내 상호 연결된 IPU-Machine로 채워진 전체 데이터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 지원은 Microsoft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이러한 분산된 확장성 모델은 다양한 구축 옵션을 가능하게 하며, 그 중 일부는 레퍼런스
구현에 따라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완전한 16-엑사플롭(exaflop) 구현을 구축하는
고객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수준의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5: IPU-POD64 레퍼런스 아키텍처

이 패브릭 링크는 기존 이더넷(Ethernet) 설비를 이용해 랙 내에서, 그리고 데이터센터 전반에서 효율적인
통신을 지원합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IPU-Fabric™ 및 BSP 프로그래밍 모델은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Poplar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상 IPU" 인스턴스를 컴파일한 다음, 임의의 구성에
배포하는 기능은 심층 신경망 모델을 비롯해 대규모 병렬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IPU-Machine 랙 내 2D 토러스(torus) 인터커넥트는 효율적인 전체
축소(all-reduce) 및 기타 군집(collectives) 연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프코어 소프트웨어 스택 업데이트

그래프코어는 Poplar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MK2와 같은
수준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당연히 고급 관리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프코어는 스케줄링, 가상화, 보안 및 모니터링을 위해 자사 소프트웨어를 Graphcore
Communications Library (GCL) 및 SLURM, Kubernetes, Grafana 및 Prometheus 등을 비롯한
업계 표준 툴에 대한 플러그인을 포함하도록 확장했습니다. 컨트롤 영역(Control-plane)
소프트웨어는 가상 IPU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물리 pod를 다수의 가상 pod로
분할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상 pod 간의 링크를 비활성화시켜 사용자들을
격리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인스턴스를 격리하는 멀티 테넌시를 지원한다는 점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6: POPLAR SDK

Poplar는 IPU-Machine 개념을 지원하고 통신 라이브러리(GCL)가 스케일아웃(scale-out) 통신을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Poplar에 대한 변경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그래프코어는 PU-Machine pod 구축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 셀프 검색 및 관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멀티 테넌시 및 다중 사용자 활용 모델을 위한 새로운 셀프 서비스
인스턴스와 API들은 그래프코어의 조기 채택자이자 투자자인 Microsoft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 7: 멀티 테넌시를 위한 IPU-POD 지원

API, CLI 및 GUI 인터페이스는 이제 IPU-Pod의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며 안전한 프라이빗 공유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성능

그래프코어는 새로운 4 칩 IPU-Machine은 신경망 학습 시 2 칩 이전 세대 PCIe 카드보다
7~9배의 성능을 제공하고, 추론 처리 시 8배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칩 대 칩으로
비교하면, MK2는 3-4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수치 증가이지만,
이러한 성능 향상은 대형 모델을 위한 메모리의 대폭적인 증가와 IPU-Machine 및 Pod의
플러그인 플레이 확장성, 패브릭 및 관리로 인해 무색해졌습니다.

그림 8: COLOSSUS MK2 성능

사용자들은 1세대 MK1보다 카드당 약 7-9배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 및 메모리 용량은 프로덕션 실리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규모로 새로운 모델 개발
및 구축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출처: 그래프코어

결론
Poplar와 IPU-Machine이 제공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새로운 Colossus MK2 IPU를 제공하는 것은 그래프코어 기술의 채택을 보다 확대하는 매우
훌륭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코어는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며, 혁신적인
프로세서 설계 팀은 물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조언자들은 막다른 길을 최소화하고 그래프코어
기술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 경험에서 도출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프코어
엔지니어링 팀은 사용자들이 직면하게 될 개발, 구축 및 최적화 작업에 대해 고려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의미있는 방식으로 AI 가속화 및 첨단 병렬 처리의 현재 상황에 도전할 수
있는 몇안되는 소수의 스타트업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프코어가 해당 아키텍처를
추론 처리는 물론, 궁극적으로 에지 AI로 확장할 수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며, 모든 성능

및 규모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모든 스타트업에게 비용 대비 효과와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은 잠재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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