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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한 슈퍼컴퓨팅 주식회사 클루닉스

클루닉스는 2000년에 창업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슈퍼컴퓨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성능을 통해 
일상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클루닉스의 비전이고, 클루닉스는 보유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세상을 실현함으로써 인류 행복에 기여하려 합니다. 

19세기말, 누군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면도를 하고 나면 면도날을 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질레트라고 합니다.

1988년. 누군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휴대용 무선 전화기를 들고 다닐 날이 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상을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요 고객

사업 분야 

 고성능·대용량 분산 병렬 처리기술의 개발, 연구
 HPC 솔루션 및 시스템 공급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비 등 IT 인프라 구축

 AI , 딥러닝 연구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GPU 인프라 통합 구축 솔루션 공급
 빅데이터 플랫폼 연동 

 제조, 금융, 공공, 기업 연구소의 
 R&D 클라우드 시스템과 솔루션 공급
 R&D 특화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통합

딥러닝 플랫폼 분야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야

R&D 클라우드 분야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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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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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주요 파트너

클루닉스는 자체 개발력을 보유한 솔루션 회사로, 수십 명의 전문 인력과 
약 2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높은 사업 
이해도

최고의 
기술력

최적의 
방법론

클러스터 원천 기술 보유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다양한 경험을 통한 높은 사업 이해도

직접 개발한

유지보수 대응 절차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장애 대응

R&D분야의 상용



RNTier란? 

사내 R&D  클라우드 개념도

제품군

적용 분야   

 자동차, 선박, 항공, 에너지, 국방, 화학, 바이오, 반도체, 건설 분야 기업 연구소
 고가의 3D CAD/CAE/CAM 등 공학 과학 분석용 S/W를 다수 사용하는 기관 
 대규모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의료, 보안, 기후 예측, 금융 등 AI와 딥러닝 연구 개발 기업 및 기관

 캐드·설계·해석·딥러닝 시스템, S/W, 데이터를 통합
 연구원은 웹으로 접속, 작업 후 결과 저장
 기존 자료의 검색, 공유, 재사용으로 협업 강화

일반적 R&D 환경

다양한 연구 개발 분야(CAD/CAE/EDA/Deep Learning)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도입되던 
소프트웨어(라이선스), 하드웨어 및 연구 데이터를 중앙에 통합하여 R&D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으로 전환시켜주는 R&D 클라우드 솔루션 입니다.
아렌티어는 고가의 R&D 자원을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자원이용률을 높이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하여
편리한 연구 개발 환경 제공은 물론 데이터 보안 강화, 부서별 중복 투자 방지 등 효율적 R&D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계‧자동차‧선박 건설 오일‧가스 항공‧국방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R&D 환경

 설계

 충돌

 구조 

 진동

 유동 

 설계  유동

 충돌  구조  진동

RNTier CAP
HPC 기반 통합

시뮬레이션 모듈 

RNTier CDP
vGPU 기반 고성능 

3D 그래픽 설계 모듈

RNTier DLP
Multi GPU 기반 

딥러닝 연구 개발 모듈



서비스 흐름도   

도입 효과   

 로컬 워크스테이션과 동일한 성능의 원격 그래픽 작업 가능 
 다양한 연구용 S/W를 모두 통합하여 연구원 누구나 쉽게 사용

편리한 고속 원격 
R&D 환경

 통합된 고성능 HPC 운영을 통한 해석 성능 향상 및 대규모 해석 처리 가능 
(병렬 슈퍼컴기반 최적화)
 지능적, 자동적 자원 스케줄링으로 대기 시간 단축, 편리한 사용

R&D 통합 운영으로
개발 기간 단축

 연구 데이터 통합관리로 개인에 의한 외부 유출 원천 차단
 연구 데이터들의 공유와 재사용 확대로,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원들의 협업 가능

보안 강화
공유/협업 확대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최근 자원 활용 추세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장애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통계 기능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향후 투자 계획에 반영

자원 활용 추세 분석
및 투자 계획 수립

A 부서

B 부서

C 부서

D 부서

❶ 통합 표준 웹 포털 접속 ❷ 작업 형태에 따른 
       작업 환경 선택 

❸ 자원 할당 정책에 따른  
      유휴 자원 할당

웹 기반 서비스 포털 접속

Multi GPU 활용 학습 작업
딥러닝 시스템

고성능 원격 그래픽 작업
설계 시스템

Batch형 해석 작업 제출

해석 시스템
유휴 HPC 자원 할당

해석 자원

유휴 GPU 자원 할당

딥러닝 자원

유휴 설계 자원 할당

캐드·설계 지원

R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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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구성 요소

* RNTier DLP 라이선스 필요

* RNTier CAP 라이선스 필요

해석 시스템

딥러닝 시스템

* RNTier CDP 라이선스 필요

설계 시스템

고속 해석 서버 그룹 고속 캐드 설계 서버 그룹

R&D 클라우드 아렌티어 시스템

관리 시스템 & 파일 시스템

고속 딥러닝 서버 그룹

스위치 2대
네트워크 용도에 
따른 이원화 구성

해석자원그룹 #1
CAE 상용 Solver

설계자원그룹 #1
CAE 상용 Pre/Post

딥러닝그룹 #1
딥러닝개발

해석자원그룹 #2
In-house Solver

설계자원그룹 #2
3D Graphic

딥러닝그룹 #2
딥러닝분석

S/W 라이선스 및 사용 패턴에 따라 추가 증축 가능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중화 구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중화 구성

S/W 라이선스 및 사용 패턴에 따라 추가 증축 가능 사용 패턴에 따라 추가 증축 가능

출장지

Internet

VPN

R&D 클라우드
아렌티어 웹 UI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R&D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

Internet
Network

회사 해석 서버 해석 서버 설계 서버 딥러닝 서버설계 서버 딥러닝 서버

관리 서버 2대 계정관리 서버 2대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사용 패턴 및 
I/O성능에 따라 
병렬 파일 시스템 

구축 가능

사용 패턴에 
따라 추가 
증축 가능

standby standby

파일 시스템

x86 서버 여러 대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고성능 HPC 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CAE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웹기반 작업 제출을 통해 
보다 쉽게 해석 작업을 진행
병렬·수치계산 라이브러리, 스케줄러, 관리 S/W 등을 포함

딥러닝 연구 개발을 위한 오픈프레임워크 운영에 최적화된
Multi GPU 플랫폼 서비스 환경 제공
Multi GPU 서버에 대한 효율적인 GPU 자원 스케줄링 제공
Python, Anaconda, Jupyter, Tensorflow, PyTorch 등
연구 개발 환경에 최적화
R&D 클라우드로 중앙 집중화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딥러닝 연구 개발 환경 제공

고성능 그래픽 기술이 필요하여 워크스테이션에서만
가능했던 CAD 작업들을 VM(Virtual Machine)에서
동일한 성능으로 사용 가능
NodeLock, Floating 라이선스 구분 없이 모두 중앙에
통합하여 공용으로 활용 가능

개인, 부서, 프로젝트별 데이터 저장 공간 제공
사용 데이터 규모에 따른 스토리지 용량 산정
해석 성능 향상 및 다수 사용자 I/O를 위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구성 가능 (Lustre, GPFS 등)
고객 환경 맞춤형 스토리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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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
고객 공급‧구축내역 고객 공급‧구축내역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원

LG화학 삼성전자 메모리기술혁신팀

포스코 현대자동차

우주일렉트로닉스 SK건설

삼성전기 LS전선

한국타이어 유라코퍼레이션

세메스 한국선급

경신 삼성중공업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웹기반 RNTier 접속 화면>

RNTier



RNTier 제품군 한눈에 보기    

RNTier CAP RNTier CDP RNTier DLP

H/W CPU HPC vGPU GPU HPC

적용 기술 Cluster Scheduling vGPU 가상화 Multi GPU Scheduling

적용 분야

구분

해석 캐드 설계 딥러닝

TEL FAX  E-MAIL

OS Linux Windows / Linux Linux

S/W 
CAE/EDA/Etc.

Solver S/W

CAE Pre/Post
 3D CAD
EDA CAD 

Deep Learning 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