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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PECIFICATIONS
GPUs 16X NVIDIA® Tesla V100

GPU Memory 512GB total 

Performance 2 petaFLOPS

NVIDIA CUDA® Cores 81920

NVIDIA Tensor Cores 10240

NVSwitches 12

Maximum Power Usage 10 kW

CPU Dual Intel Xeon Platinum 
8168, 2.7 GHz, 24-cores  

System Memory 1.5TB

Network 8X 100Gb/sec 
Infiniband/100GigE 

Dual 10/25Gb/sec Ethernet

Storage OS: 2X 960GB NVME SSDs 
Internal Storage: 30TB  
(8X 3.84TB) NVME SSDs

Software Ubuntu Linux OS 
See Software stack  

for details

System Weight 340 lbs (154.2 kgs)

System Dimensions Height: 17.3 in (440.0 mm) 
Width: 19.0 in (482.3 mm)
Length: 31.3 in (795.4 mm)  

- No Front Bezel
32.8 in (834.0 mm) 
- With Front Bezel

Operating Temperature 
Range

5°C to 35°C (41°F to 95°F)

NVIDIA DGX-2
THE WOrLD’S MOST pOWErFUL  
DEEp LEArNING SYSTEM FOr THE 
MOST COMpLEX AI CHALLENGES

현재의  AI와 Deep Learning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케일링의  챌린지
딥 뉴럴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및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여 크기와 복잡성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AI 작업 부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계산 능력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능가합니다. 점점 커지는 가속화된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 규모의 한계를 뛰어 넘으면서 모델 병렬 사용의 증가가 필요한 최

신 기술은 GPU 간 대역폭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있는 더 빠른 통찰력을 

얻기위한 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 무한한 AI 컴퓨팅 규모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트레이닝
점차 복잡해지는 AI는 전례없는 수준의 계산을 요구합니다. NVIDIA DGX-2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GPU 중 16 개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2 petaFLOPS 시스템으로 과어에는 통

용할 수 없었던 최신 트레이닝 모델 유형을 가속화합니다. 획기적인 GPU 스케일을 사용

하면 단일 노드에서 4배 큰 모델을 학습 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 x86 아키텍처와 비교할 

때, DGX-2의 ResNet-50 트레이닝 성능은 듀얼 Intel Xeon Gold CPU를 장착 한 300 

대의 서버성능과 동일합니다.  

NVIDIA   NVSwitch - 혁신적인   AI  네트워크 패브릭
최신의 연구는 모델 병렬성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GPU 간

의 대역폭을 필요로합니다. NVIDIA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NVSwitch를 개발했

습니다. 다이얼업에서 초고속 광대역에 이르는 발전과 마찬가지로 NVSwitch는 오늘날의 

미래를 위한 네트워킹 패브릭을 제공합니다. NVIDIA DGX-2를 사용하면 기존 아키텍처

의 한계로 인한 모델의 복잡성과 크기에 더 이상 제한받지 않습니다. DGX-2의 네트워킹 

패브릭과 모델 병렬 트레이닝을 결합하여 이전 세대에 비해 24배 증가된 2.4TB/s의 

bisection bandwidth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인터커넥트 "superhighway"는 16개의 

GPU에 분산된 트레이닝의 힘을 한 번에 얻을 수있는 유형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

다.



새로운 수준의 AI Scale
현대 기업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AI 파워를 신속하게 

전달 해야하며, 비용이나 복잡성을 높이지 않고 AI를 확장 해

야합니다. 우리는 DGX-2를 구축했으며 가속화 적용, 운영 

단순화를 가능하게 하는 DGX 소프트웨어 파워를 제공합니

다. DGX-2는 가상화 지원과 함께 AI 확장에 대한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개인 엔터프라이즈급 AI 

클라우드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가속화된 컴퓨팅 자원을 함

께 묶어 네트워크 인프라로 손쉽게 확장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한없는 AI 성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AI 인프라
AI 플랫폼이 귀사 비즈니스에 핵심이라면 RAS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Serviceability)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AI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DGX-2는 엄격한 24시간 AI 

작업을 위해 구축된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이며, 계획되지 않

은 다운 타임을 줄이고 서비스 가능성을 능률화하며 작동 지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RAS용으로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튜

닝 및 최적화 시간을 줄이고,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

십시오. NVIDIA의 엔터프라이즈급 support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하드웨어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지원

합니다. 모든 DGX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툴킷 및 NVIDIA 

전문 지식이 포함된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시작

하고, 빠르게 학습하십시오

GPU DRIVER
NVIDIA Driver

SYSTEM
Host OS

DEEP LEARNING USER SOFTWARE
NVIDIA DIGITS™

CONTAINERIZATION TOOL
NVIDIA Container Runtime for Docker

DEEP LEARNING FRAMEWORKS

NVIDIA DGX Software Stack

15

NVIDIA DGX-2 Delivers 10 Times Faster Deep Learning Training

Workload: FairSeq, 55 epochs to solution. PyTorch train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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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X-1 with Tesla V100

Time to Train (days)

DGX-2

15 days

1.5 days, 10X faster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nvidia.com/DG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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