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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U가뭐에요?



TensorProcessingUnit

TPU가
뭐에요?

( 텐서 처리 장치 )





TensorProcessingUnit

TPU가
뭐에요?

- 180 TFLOPS

- 64 GB HBM

Resource (TPU v2 기준)

특징

- Matrix Machine
(Systolic Array Architecture)

- Cloud 기반



TPU가
뭐에요? Systolic Array Architecture(2/8 core)







TPU가
뭐에요? Cloud TPU

Python Code GRPC

Host

Training
InferenceDataset(tfrecord)

Model weight
Result

TPU

GCS Bucket

GCP VM, Colab

Local Data

Data
Weight



TPU가
뭐에요?

Version v2 v3

비선점형 $4.50 $8.00

선점형 $1.35 $2.40

Cloud TPU Price



TPU with



Why          for TPU?

TPU with

Free!!+ a

(for 12 hours)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봐요.

하지만...



TPU with



TPU with

어떻게…?



Let’s code with



Tips & Caution



Tips &
Caution Tips ! 

Docker 유지 시간 : 12 hours

런타임 연결 OUT 후 : 약 80분

Colab 창 종료 후 : 약 80분

* 12시간 동안은 디스크 내부에 작업 파일 존재

* 약 80분 내로 다시 연결 시 복원 가능

* 창을 종료하더라도 다시 Colab으로 접속하면 복원



Caution ! 



Tips &
Caution GCS Caution ! 

무슨 일이 ??

Q. 한창 딥러닝 대회를 하고 있던 김모씨는 TPU v3 버전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사용해보기위해 알아 보던 중
하필, 작업중이던 리전에는 v3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리전
(유럽)에 있는 TPU를 할당 받아서 사용했어요.

며칠 뒤, 김모씨는 과금된 영수증을 확인하고 기겁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Tips &
Caution GCS Caution ! 

A. Network Egress 

Q. 한창 딥러닝 대회를 하고 있던 김모씨는 TPU v3 버전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사용해보기위해 알아 보던 중
하필, 작업중이던 리전에는 v3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리전
(유럽)에 있는 TPU를 할당 받아서 사용했어요.

며칠 뒤, 김모씨는 과금된 영수증을 확인하고 기겁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Python Code GRPC

Host

Training
InferenceDataset(tfrecord)

Model weight

TPU

GCS Bucket

GCP VM, Colab

Local Data

Network Egress 
Tips &
Caution

US EU
Data
Weight



Tips &
Caution Network Egress 



Tips &
Caution Network Egress 

TPU VM

Data

Data

100GB * 20epoch * $0.12 = $240

20epochs



Tips &
Caution GCS Caution ! 

Q. Colab 환경에서 GCS Bucket과 연동하여 모델 학습 및
데이터 관리를 하고 싶다면?

A. GCS Bucket Region 
ll

Colab Region ( us-central1 )



Tips &
Caution What the Error !!



Tips &
Caution What the Error !!

정신건강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에러들이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 공짜



정리



정리

정리

단점

장점
공짜
크롬 돌아갈 메모리면 OK
가격대비 성능 끝판왕

멘탈 회복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현실은 Out Of Memory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름



Tips &
Caution News !



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