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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UNIVERSITY OF ROCHESTER의의의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가시화가시화가시화가시화 랩의랩의랩의랩의 사전사전사전사전 공개공개공개공개 발표발표발표발표 

 

랩은랩은랩은랩은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 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 설립설립설립설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University of Rochester가 신설 데이터 가시화 랩을 일반에 사전 

공개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설된 가시화-혁신-과학-기술-응용(VISTA) 협업 랩은 이 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컴퓨터 혁신센터(HSCCI)의 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랩은 연구자들이 크고 

복잡한 과학 정보들을 이해하고 조작하려면 필요한 몰입적 시각적 경험을 창조하는데, 그 중심적 

목적은 고성능 컴퓨터 및 데이터 과학 접근법을 적용하여 과학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HSCCI 프로젝트는 2012년에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FLREDC)에 의해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뉴욕주로부터 500만 달러를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대학교, 뉴욕주 및 

IBM이 HSCCI에 한 3000만 달러 투자에 속합니다. 이 대학교의 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근래에 50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University at Rochester의 이 새 랩은 Finger Lakes를 고성능 컴퓨터의 선도적 센터로 공고히 하고, 

생명과학 부문에서 이 지역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협의회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혁신을 뒷받침하고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새 기회를 

창조하는지의 또 다른 예이며 VISTA를 현실로 만드는 데 우리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본인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HSCCI를 위한 뉴욕주의 중요 투자에 깊이 감사합니다”라고 University of Rochester 총장 

Joel Seligman이 말했습니다. “이 지원뿐만 아니라 IBM의 헌신으로 우리는 Rochester를 고성능 

컴퓨터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전국적 리더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첨단 컴퓨터 인프라와 연구 

자원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설 가시화 랩은 데이터 과학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첨단 인프라를 만들려는 이 

대학교의 계획에서 그 다음 단계를 대표합니다”라고 University of Rochester의 로체스터 담당 

부총장 겸 Hajim 엔지니어링 응용과학 대학원 원장인 Rob Clark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원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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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물리학과 생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규합할 것입니다.” 

 

Hajim 엔지니어링 응용과학 대학원의 Carlson 도서관에 위치한 VISTA Collaboratory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통합 고성능 수퍼컴퓨터 시스템의 창조를 완성합니다. 신설 랩의 디스플레이는 

24개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너비 20피트, 높이 8피트이고 IMAX 극장의 해상도에 육박하는 

해상도(50 메가픽셀)를 갖습니다. 가시화 랩은 이 대학교의 데이터센터(및 16,384개 처리 코어)에 

직접 고속 광섬유 접속되어 디스플레이를 IBM Blue Gene/Q 및 데이터 저장 용량이 2 페타바이트(즉 

200만 기가바이트)인 새로운 IBM “BlueHive 2” Linux 수퍼컴퓨터 클러스터와 연결합니다. 

 

Stanford University 및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같은 다른 한 줌의 미국 기관만이 유사한 능력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시화 랩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다른 기관의 동료들과 협업하며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새 세대의 연구자 및 엔지니어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업계가 이용하는 사용자 시설로서 이 랩은 IBM, Xerox 및 Wegmans 같은 

기업들과의 기존 연구 협업을 강화 및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간 부문 파트너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디스플레이는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큰 허들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획득은 쉽지만 처리는 어려운 크고 복잡한 데이터 집합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관찰을 

추출. 이 디스플레이의 사이즈, 지향 및 고해상도 능력은 몰입적 경험을 창조하여 과학자들이 큰 

데이터 집합을 보고 비교하거나 더 큰 체계의 배경에서 세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분석 도구는 아직도 인간 두뇌입니다”라고 HSCCI 소장 겸 

미생물면역학과 교수인 David Topham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볼 수 없는 데이터 

사이의 관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앞에 정보가 있어야 중요한 패턴과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설 가시화 랩은 Blue Gene/Q 및 BlueHive 2 시스템들과 통합되어 University of Rochester를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끄르기 위한 전국적 동향의 선두에 놓습니다. 국립보건원 같은 연방 예산 

기관들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큰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는 새 

방법을 개발하고 정교한 컴퓨터 생성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HSCCI와 기타 대학교 컴퓨터 자원의 독특한 능력은 이미 지난 6년에 걸쳐 3억 달러 이상의 연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대학교의 새로운 데이터 과학 연구소(IDS)는 460개의 건설 및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기간에 걸쳐 추가 연구 자금으로 5억 3000만 달러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 대학교는 곧 새로운 50,000평방피트의 건물 착공식을 할 것입니다. 건물은 IDS를 수용하고 최근 

Wegman Family Charitable Foundation의 1000만 달러 증여를 기념하여 Wegmans 이름을 달 

것입니다. IDS는 또한 최근 뉴욕주에 의해 데이터 과학 우수 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건물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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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엔지니어링, 인문학, 교육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교수들과 새로운 데이터 과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원 여당 원내대표 Joe More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University of 

Rochester를 고성능 컴퓨터 및 데이터 과학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자리매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우리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의 혁신적 협업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일자리 성장을 가속화하고 신규 투자를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Cuomo 지사, 지역 협의회 동료 회원 및 University of Rochester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들의 지속적 리더십과 이 프로젝트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의원 Michael Ranzenhof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최신 데이터 가시화 랩으로 

University of Rochester의 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개발하려는 Joel Seligman 총장과 Finger Lakes 경제 

개발 협의회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VISTA Collaboratory는 이 대학교와 민간 부문을 

위해 커다란 투자이며 University of Rochester를 빅데이터 능력 면에서 지도에 새길 것입니다.” 

 

상원의원 Joe Roba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VISTA Collaboratory는 University of Rochester의 

연구자들이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선도적 연구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증진시킬 또 하나의 

자원입니다. 본인 생각에 이것은 우리가 Rochester 커뮤니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UR의 유능한 

교수,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추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쓴 것입니다.” 

 

상원의원 Patrick M. Galliv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niversity of Rochester는 언제나 하이테크 

혁신 및 연구의 리더였습니다. 이 센터는 교육자, 보건 과학자, 기업가 및 학생들이 최신 연구에서 

더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대학교가 데이터 과학의 길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지역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상원의원 Ted O’Bri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VISTA Collaboratory는 정부, 고등교육 기관과 

업계 사이의 멋진 제휴의 산물입니다. 로체스터대학교는 성장하는 데이터 과학 분야를 포함하여 

첨단 학문 및 기술 연구의 리더로 스스로를 계속 자리매김합니다. 이 500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는 

이 뛰어난 기관이 그의 혁신 기록을 토대로 Rochester 및 Finger Lakes 지역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원의원 Harry Bro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학 및 연구 분야에서 또 하나의 

신나는 사건입니다. 본인은 뉴욕주가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를 통해 이 첨단 연구에서 

University of Rochester와 제휴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시설과 그 작업은 과학의 진보를 도울 뿐만 

아니라 Rochester 지역에 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음 10년 동안 신규 연구 기금으로 2억여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과학과 우리 경제를 위한 승리입니다.” 

 

Monroe 카운티 집행관 Maggie Brook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조업, 이미징 산업 또는 

새로운 데이터 과학에서든 고성장 산업 활용이라면 Monroe 카운티가 항상 첨단에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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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VISTA 랩은 우리 경제를 오랫동안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 최대의 고용주로서 

로체스터대학교는 이 랩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서 대학교가 매일 하는 많은 기여에 대한 큰 

공훈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또한 FLREDC와 Wegman Family Charitable Foundation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University of Rochester의 새 데이터 가시화 랩이 우리 지역에 가져 올 무한한 잠재력에 

흥분됩니다”라고 Lovely A. Warren 시장이 말했습니다. “로체스터의 우리는 로체스터대학교의 

VISTA Collaboratory 같은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프로젝트를 환영합니다. 이 강력한 새 도구는 

학계와 업계 파트너들 사이의 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구 기금을 확보하며, 기업가들을 

유치하여 로체스터를 데이터 과학의 선두로 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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