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IDIA DGX STATION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최첨단 AI 개발을 위한 개인용 슈퍼컴퓨터
데이터 과학팀은 강력한 딥 러닝과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더 빠르게 혁신하기
위해 컴퓨팅 성능을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AI 슈퍼컴퓨팅은 데이터 센터에 국한돼
대규모로 트레이닝하기 전에 딥 신경망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을
제한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AI 슈퍼컴퓨팅 성능을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져오는 동시에 딥 러닝을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AI의 신기원
이제는 400 CPU 컴퓨팅 용량의 워크스테이션을 간편하게 설치해 1/20 이하의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설계된 NVIDIA® DGX Station™은

시스템 사양

경이로운 딥 러닝과 분석 성능을 제공하며 소음은 다른 워크스테이션의 1/10 수준에

GPU

4X Tesla V100

불과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들과 AI 연구자들은 최적화된 딥 러닝 소프트웨어에

TFLOPS(GPU FP16)

480

GPU 메모리

64GB 총 시스템

NVIDIA 텐서 코어

2,560

NVIDIA CUDA® 코어

20,480

딥 러닝으로 더 빠르게 시작

CPU

Intel Xeon E5-2698 v4 2.2GHz
(20-Core)

DGX Station은 자체 딥 러닝 플랫폼 구축의 한계를 뛰어넘는 솔루션입니다.

시스템 메모리

256GB LRDIMM DDR4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달, 통합 및 테스트를 위해 1개월 이상을 소비하고도

스토리지

데이터: 3X 1.92TB SSD RAID 0
OS: 1X 1.92TB SSD

네트워크

이중 10Gb LAN

디스플레이

3X DisplayPort, 4K 해상도

액세스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생산성을 즉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그리고 드라이버를 최적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실험에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시스템 통합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음향

< 35dB

NVIDIA DGX Station은 단 하루 만에 딥 신경망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간소화된

시스템 무게

88lbs/40kg

플러그인과 구동 경험으로 AI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 크기

518 D x 256 W x 639 H(mm)

최대 소요 전력

1,500 W

작동 온도

10 ~ 30°C

소프트웨어

Ubuntu Desktop Linux OS
DGX 권장 GPU Driver
CUDA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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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데이터 센터 연결로 생산성 개선

NVIDIA DGX 소프트웨어 스택
딥 러닝 프레임워크

딥 러닝 플랫폼은 최대 성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현재의
프레임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버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딥 러닝 사용자 소프트웨어
NVIDIA DIGITS™

하드웨어 초기 비용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십만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의미합니다.

서드파티 가속 솔루션

NVIDIA DGX Station은 모든 DGX 솔루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포함합니다. 이 혁신적인 통합
시스템은 NVIDIA 엔지니어가 최대의 성능으로 최적화하고 매월

컨테이너 툴
NVIDIA Docker

업데이트되는 일반적인 딥 러닝 프레임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NVIDIA DIGITS™ 딥 러닝 트레이닝

GPU 드라이버
NVIDIA Driver

애플리케이션, 서드파티 가속 솔루션, NVIDIA 딥 러닝 SDK(예:

시스템
Host OS

cuDNN, cuBLAS), CUDA® Toolkit, fast multi-GPU collectives
NCCL 및 NVIDIA 드라이버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VIDIA Docker로 구동되는 컨테이너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이 통합 딥 러닝 소프트웨어 스택은 작업을 확장하고 모델을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배치해야 할 때 재컴파일 시간을 단축하여
워크플로를 단순화합니다. DGX Station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일한 워크로드를 수정 없이 DGX-1이나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47배* 더 빠른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NVIDIA DGX Station
DGX Station

15시간 소요, 47배 가속

4X GPU 워크스테이션

36시간 소요, 20배 가속
711시간 소요

2X CPU 서버
0X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성능

10X

20X

30X

40X

50X

딥 러닝 트레이닝 가속
*DGX-1 (Tesla V100 포함)에 기반한 성능 개선
워크로드: ResNet50, 90 epochs to solution | CPU 서버: Dual Xeon E5-2699 v4, 26GHz. Projections subject to change.

DGX Station은 혁신적인 엔지니어링과 매우 조용히 작동하는
AI 슈퍼컴퓨터 성능을 제공합니다.

> NVIDIA NVLink 기술의 PCIe 연결 GPU를 통해 I/O 성능
5배 증가

4개의 NVIDIA Tesla® V100 가속기에 최초로 유일하게 내장된

> 딥 러닝 트레이닝 및 초당 30,000개 이상의 이미지 추론으로
융통성 극대화

수냉식 시스템을 이용하는 워크스테이션 폼 팩터로 놀라운

워크스테이션인 NVIDIA DGX Station은 차세대 NVLink™ 및
새로운 텐서 코어 아키텍처 같은 혁신을 포함한 480 TeraFLOPS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투자 보호
DGX Station은 NVIDIA 딥 러닝 전문 지식에 대한 액세스, 전문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 현재 가장 빠른 GPU 워크스테이션보다 3배 더 우수한
딥 러닝 트레이닝 성능

트레이닝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그리고 중대

> 20노드 스파크 서버 클러스터보다 100배 더 빠른 대량
데이터 세트 분석

받을 수 있습니다. NVIDIA DGX Station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문제 발생 시 우선 해결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지원을 모두 한 곳에서
www.nvidia.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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