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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Ready Data Center
BIG DATA ANALYTICS DGX POD CUDA-X DGX-1 DGX-2
STORAGE NETWORK GPU INFRA/PLATFORM DGX STATION
GPU VIRTUALIZATION DEEP LEARNING AI DATA CENTER
AI EDGE COMPUTING JOB SCHEDULING RAPIDS NGC
(주)유클릭은 제조, 금융, 소매, 공공 등 모든 기업 고객에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기반 서비스의 개발과 수행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계

AI는 기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룰지 몰라 고민하던
빅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탐색과 발견을 할 수 있게 돕는
핵심 수단입니다.

GPU 기반 데이터센터 전환을 위한 NVIDIA DGX POD 시스템부터
연구소나 부서 단위를 위한 DGX 시리즈 기반 클러스터 구축까지 규모
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제안합니다. 또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업의 미래를 바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데이터 과학자와 AI 개발자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련해 데이터의 가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 그리고 높은 성능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GPU 기반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전반에 대한 설치, 구성, 최적화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운영
잡 스케줄러와 GPU 가상화 솔루션으로 사내에서 사용하는 GPU 워크
스테이션, GPU 서버 기반 클러스터, 사외에 위치한 공용 클라우드의
GPU 인스턴스를 하나의 자원 풀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개발
고객의 요구에 맞게 GPU 환경이 제공하는 성능과 병렬 처리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 구성을 제안합니다.

INFRASTRUCTURE

PLATFORM

OPTIMIZATION

NVIDIA DGX-1, DGX-2, & DGX Station

Kinetica Active Analytics Platform

GPU Job Scheduler

NVIDIA Tesla GPU Card

NVIDIA NGC

GPU Virtualization

AI Cluster Networking

NVIDIA CUDA-X

-

Storage for AI

-

-

(주)유클릭은 NVIDIA 공식 파트너로 국내 주요 기업에 DGX 서버와 DGX Station을 공급해 왔으며, AI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위한 AI Ready
Infrastructur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 GPU 및 기타 하드웨어 자원 활용률을 높이고, 데이터 과학자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운영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GPU 잡 스케줄러, GPU 가상화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많은 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빅 데이터 환경과 AI 환경을 잇는 첨단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솔루션인 Kinetica Active Analytics Platform 비즈니스도 활발히 수행 중입니다.

AI를 위한 GPU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NVIDIA가 그리는 미래 데이터센터의 중심에는 GPU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GPU 기반 데이터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든
측면에서 AI와 HPC에 최적화된 설계 원칙을 따릅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 NVIDIA DGX POD입니다. DGX-1, DGX-2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가 사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NVIDIA의 AI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 단일 노드부
터 멀티 노드까지 필요한 규모로 GPU 기반 데이터센터 환경을 구축해 AI 모델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 설치, 구성, 안정화, 최적화 이 모든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Technical Structure
System Component
- n대의 DGX-2 또는 DGX-1 서버 장착
- n대의 스토리지 서버*
- 10GbE 스토리지 및 관리 스위치
- Mellanox 100Gbps 인피니밴드 또는 이더넷 스위치
- Mellanox EDR 인피니밴드 스위치 (For Multi Cluster)
- GPU Monitor & Job Scheduler 서버
- GPU 가상화 서버

Architecture by

DGX POD Networking
VM

VM

VM

VM

- GPU 가상화 서버

- GPU Job Scheduler 서버

* AI 인프라에서 트레이닝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스토리지입니다. NVIDIA는 최적의 성능 보장을 위해 DGX에 내장된 SSD와 추가 캐
시 스토리지 서버를 적용한 다계층 캐시 스토리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AI 관련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
다. DGX POD 환경은 외부 스토리지 그리고 공용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저장소와 연계해 로컬 캐시부터 NFS, Ceph 오브젝트 기반 파일 시스템 등
다양한 저장 방식을 지원하는 단일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VIDIA AI Software Stack
DGX POD에 최적화된 NVIDIA AI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일일이 설치하고, 안정화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사전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각종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클러스터 관리 도구 등 다양합니다.
Kubernetes
GPU Accelerated
DGX POD

NVIDIA Cloud Application

Management
NVIDIA GPU Containers

Software

Docker
NVIDIA GPUs

RAPIDS

CUDA-X

NGC

RAPIDS는 모델 트레이닝 가속 플랫폼입

CUDA-X는 CUDA 환경에서 더 빠른 가

Nvidia GPU Cloud(NGC)는 데이터 과학

니다. 이를 이용하면 데이터 과학자와 AI

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

자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소

개발자는 데이터 준비, 트레이닝, 시각화

다. 40여개 이상의 가속 라이브러리를 통

프트웨어 허브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모

등 AI 프로젝트 관련 End-to-End 가속

해 GPU 가속을 극대화하여 딥러닝, 머신

델 개발, 트레이닝, 인퍼런싱, 애플리케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하

러닝, 데이터 분석 속도를 높여 더 적은

션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아주 편

면 며칠 걸리던 트레이닝을 몇 시간 수준

하드웨어 자원으로 더 많은 결과를 얻을

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합니다.

GPU Job Scheduler
NGC
GPU Virtualization
NVIDIA AI Software
GPU Server Infra

GPU Management & Container Orchestration
(주)유클릭은 GPU 기반의 AI 인프라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컨테이너 환경 관리 및 GPU 가상화, GPU 잡 스케줄러 등
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구축, AI 소프트웨어 구성, 자원 최적화
까지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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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라인업

GPU 잡 스케줄러
RNTier-DLP

ML/DL 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RNTier-DLP 는 HPC 솔루션 전문 기업인

Kinetica는 GPU에 최적화된 컬럼 기반 인메

GPU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 경제성

클루닉스가 개발한 GPU 인프라 환경을 위

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기반하고 있어 수

과 효율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솔

한 Job Scheduler입니다. RNTier-DLP

십억 건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유리합니

루션입니다. 일반 서버 가상화와 비슷하

는 효율적인 작업 배치로 GPU 인프라의 자

게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GPU 서버 자

원 이용률을 높이고 Python 가상 환경인

원을 하나의 GPU 풀(Pool)로 구성해 데

virtualenv와 Docker Container를 통해

이터 과학자나 개발자의 필요에 맞게 자

AI, 머신 러닝, 딥러닝, 첨단 빅 데이터 분석

원을 할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여러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기능이 단일 플랫폼

데이터 분석, IoT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위

사업부에서 추진 중인 AI와 첨단 분석 프

으로 통합된 관리 환경입니다.

치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ML/DL 기

GPU 가상화 솔루션
FlexDirect
•Bitfusion 사의 FlexDirect는 고가의

다. 또한,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운
영에도 적합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 GPU 파워를 활용한 실시간 빅

반의 분석 작업 등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로젝트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GPU 기반 데이터센터에서 AI 인퍼런스를 위한 엣지 컴퓨팅까지 토털 서비스
유클릭 AI 아키텍처 컨설팅

엔비디아 DGX 시스템

DATA SCIENCE + RAPIDS

산업별, 솔루션별 전문 컨설턴트가
고객의 AI 요구 사항을 분석해
솔루션 라인업 제안

DGX 시스템을 활용한 머신 러닝,
딥러닝 트레이닝 방법론 제안

스마트한 AI를 위한 빅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시 및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와 GPU를
활용한 BI 가속 제안

CONSULTING

AI READY INFRA

GPU SERVER +
NETWORKING +
STORAGE +
MANAGEMENT
GPU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AI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단일 인프라로 통합,
관리 가능한 표준 AI 인프라
아키텍처

AI TRAINING

CUDA X + NGC
ML/DL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개발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고객의
AI 서비스 성능을 최적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AI SOFTWARE

BIG DATA

AI EDGE SERVER
딥러닝 트레이닝과 추론 작업의
효율 강화를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및 T4를 활용한
Edge Computing 구축으로
서비스 확장 지원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8/9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본부
이메일: nvidia@uclick.co.kr 홈페이지: www.udna.kr 전화: 02-6320-0121

AI INFERENCE

DGX POD
AI 컴퓨팅 수요 증가로
인한 자원 부족 시
DGX POD System을
통한 확장 지원

SCALE 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