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P HC V225G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최적화 된 GPU 서버

(CPU 2-core Intel Xeon E5-2699V4, MKL2017 IntelCaffe+VGG19, Batch Size:4 
| GPU Tesla M4(TensorRT+FP32) and P4(TensorRT+Int8), nvCaffe+ VGG19, Bbatch Size:4)

성능집약적 

하이퍼컨버지드

● 기존의 하이퍼컨버지드에 GPU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각 서버 당 Performance 향상을 통해 적은 수의 서버만으로도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같은 업무에 대해 필요한 서버의 수가 줄어들어 상면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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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GPU가 여러 CPU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GPU를 사용한 경우 CPU만 사용할 때보다 레이턴시 감소

Reduce Application Latency by Over 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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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ning Inference Latency in Milliseconds

UCP HC V225G는 GPU가 탑재 된 신규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입니다.

본 제품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래픽 가속 및 해당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업계를 선도

하는 가상화 인프라이자 하이퍼컨버지드 제품입니다. (2U1N 서버, GPU Card 지원) 동시에 고성

능 연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으며, GPU 병렬 컴퓨팅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신

속하고 정확하게 얻음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Machine 

Learning & AI
UCP HC V225G는 4차 산업의 화두인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으며, 기업, 연구, 교육, 의료분야 등의 

업무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렌더링, 과학연산 등 

적용분야가 다양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습니다.

수 천 개의 코어를 통한 효율적인 병렬처리

최근 IT 환경은 폭증하는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CPU성능에 기댄 IT 인프라, 컴퓨팅 장비들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GPU 기반의 UCP HC V225G는 GPU가 가지고 있는 

수 천개의 코어를 통해 효율적인 병렬처리를 하여 대규모의 비정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CPU 
MULTIPLE CORES

GPU THOUSANDS OF CORES
GPU는 병렬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천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GPU2 GPU1

CPU0 PClex16, LP 100Gb/s
Infiniband

GPU4 GPU3

CPU1PClex16, LP100Gb/s
Infiniband

GPU서버 구조



UCP HC V124N
업계 최초 All-NVMe 기반 하이퍼컨버지드

UCP HC V225G는 서버, 네트워크,  All-NVMe 하드웨어 및 해당 자원들을 통

합 관리하는 업계 최초의 All-NVMe 기반 가상화 인프라이자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입니다. (1U 1N 서버, All-NVMe 지원) 최신의 Intel Xeon processor 탑

재와 더불어, 3D NAND NVMe 기술을 기반으로 한 Intel Optane NVMe가 장

착되어 있어, 고성능과 고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고속의 데이터 접근을 통한 기존 대비 

IOPS 3배 상승

기존 대비 Latency 4배 감소

● All-NVMe 기반의 UCP HC V124N를 도입한다면 기존의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에 비해 IOPS를 3배 이상 개선할 수 있습니다.

● VM(Virtual Machine)관리 측면에서는, 단위 노드(서버) 당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는 VM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NVMe 디스크는 구조 상 HDD, SSD 디스크 비해 레이턴시가 월등히  

 개선되었습니다.(최대 4배)

● All-NVMe 기반의 UCP HC V124N를 도입한다면,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 및 이동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디스크 액세스 시간을 

 줄임으로써 병목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존 All-flash 모델보다 가격 대비 성능 극대화

일반적으로 NVMe 디스크는 SSD 디스크보다 모든 방면에서 

성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NVMe가 SSD보다 개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IT담당자들은 선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 볼 때, TCO 대비 성능은 

NVMe 디스크 기반의 All-NVMe 모델이 SSD 디스크 기반의 

All-flash 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200%
성능 향상

200%
더 많은 처리량

300%
IOPS 가속화

기존 All-flash 대비 성능 향상(IOPS)

SATA 
SSD IOPS

All-NVMe 
IOPS

최대 3배

기존 All-flash 대비 Latency 감소

SATA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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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NVMe I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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