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양

C6420 C6320p C4140

최적화된 성능으로 스케일 아웃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고집적 컴퓨팅 노드

요구 사항이 까다롭고 대규모 동시 작업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균형 잡힌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Accelerator에 최적화된 초고집적 서버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 분석 시간 단축

적합한 워크로드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웹 스케일 애플리케이션 및 SaaS, 고성능 
빅데이터 분석, 재무 모델링 및 초단타매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과학 
시뮬레이션, 지질 측정 데이터 처리 및 재무 
위험 분석

금융 서비스, 생명 과학,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석유 및 가스 
탐사 등의 업종에서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딥 
러닝과 같은 인지형 워크로드와 기술 컴퓨팅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솔루션

폼 팩터 2U C6400 섀시에 최대 4개의 독립적인 핫 스왑 
가능 2소켓 C6420 서버 노드 장착

2U C6300 섀시에 최대 4개의 독립적인 핫 스왑 
가능 1소켓 C6320p 서버 노드 장착

초고집적 1U, 2소켓 플랫폼

프로세서 서버 노드당 최대 2개의 Intel® Xeon® 확장 
가능한 프로세서

서버 노드당 최대 1개의 Intel® Xeon® Phi™ 
72XX 프로세서

서버 노드당 Intel® Xeon® 확장 가능한 
프로세서 2개, 프로세서당 최대 20개의 코어

메모리 DDR4 DIMM 슬롯 16개, 서버 노드당 최대 
512GB, 최대 속도 2666MT/s

DDR4 RDIMM 슬롯 6개, 서버 노드당 최대 
384GB, 최대 속도 2400MT/s

DDR4 DIMM 슬롯 24개, 서버 노드당 최대 
1.5TB, 최대 속도 2666MT/s

디스크 노드당 최대 6개의 6.35cm(2.5") 드라이브 또는 
3개의 8.89cm(3.5") 드라이브

서버 노드당 최대 6개의 6.35cm(2.5") HD 옵션 
및 부팅용 내장형 4.57cm(1.8") SSD 옵션

사용할 수 없음

NVMe C6420 서버당 최대 2개의 NVMe 드라이브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PCIe 슬롯 1 x 16 OCP 메자닌, 1 x 16 로우 프로파일 
PCIe 슬롯, 스토리지 컨트롤러용 1 x 8 메자닌

1 x 16 Gen3 절반 높이 

, 절반 길이 1 x 4 Gen3 DCS 메자닌

2 x 16 로우 프로파일 PCIe 슬롯,  
CPU마다 1개

GPU 지원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4개의 GPU 지원

랙 높이 2U 2U 1U

보안 TPM 1.2/2.0(선택 사항)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된 펌웨어

보안 부팅

시스템 잠금

보안 삭제

TPM 1.2/2.0(선택 사항)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된 펌웨어

TPM 1.2/2.0(선택 사항)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된 펌웨어

보안 부팅

시스템 잠금

보안 삭제

실리콘 기반 RoT(Root of Trust)

디지털 경제의 요구에 맞춰 데이터 센터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딥 러닝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스케일 아웃 워크로드를 지원하

기 위해 설계된 Dell EMC PowerEdge C 시리즈 플랫폼은 최신 고속 메모리, 빠른 NVMe 스토리지 및 워크로드 기반 BIOS 튜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구성과 고급 접속 
구성 옵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통합된 직접식 액체 냉각(Direct Contact Liquid Cooling) 기술을 활용해 전력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지능적 자동화 기능을 통해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여 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유연한 PowerEdge C 시리즈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래 환경에 대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십시오.

PowerEdge C 시리즈

참조 가이드

"Comet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한 번에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연구 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텔 프로세서 기반의 Dell PowerEdge 서버 덕분이죠."

- San Diego Supercomputer Center HPC 시스템 관리자, Rick Wagner

“Dell EMC PowerEdge C4140 덕분에 Artemis 슈퍼 컴퓨터에 고급 딥 러닝 기능이 
추가되면서 연구원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University of Sydney 연구 기술 책임자, J. Hammond 박사

http://www.dell.com/ko-kr/work/shop/povw/poweredge-c6420
http://www.dell.com/ko-kr/work/shop/productdetails/poweredge-r830
http://www.dell.com/ko-kr/work/shop/povw/poweredge-c6320p
http://www.dell.com/kr/ko/business/p/poweredge-modular-servers?c=kr&l=ko&s=bsd


Dell EMC 전문가에게 문의 추가 리소스 보기Dell EMC 서버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

*플랫폼에 따라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목록은 dell.com/servers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제공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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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ge 서버의 지능적 자동화 기능을 통해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 들이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비즈니스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OpenManage™ 시스템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면 수작업이 
불필요한 구성, 사전 예방적 지원 알림 및 사용 중지/재구축할 시스템의 시스템 삭제 기능을 통해 서버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DRAC의 에이전트가 필요 없는 서버 관리를 통해 설치된 모든 OS 및 워크로드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법으로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dfish와 호환되는 iDRAC Restful API, Dell 및 
타사 콘솔 또는 기존 API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통해 PowerEdge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를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IT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아키텍처 설계: IT 혁신 워크샵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변화 대응 능력이 우수한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 중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구축: ProDeploy Enterprise Suite를 통해 신규 기술을 출시 첫날부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전문가가 기본적인 하드웨어 설치부터 계획, 구성 및 
복잡한 통합에 이르는 구축 과정을 주도합니다.

관리: ProSupport Enterprise Suite는 SupportAssist의 사전 예방적인 자동 예측 툴과 
함께 업계 최고의 ProSupport 엔지니어를 통한 24x7 지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및 사전 예방적 지원 수단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OpenManage 시스템 관리

Dell EMC 서버를 구매하면 단순히 하드웨어만이 아닌 완벽한 IT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Dell
과 EMC는 함께 업계 최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혁신을 지원하는 상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Dell EMC의 PowerEdge 기술은 업계 최고의 플랫폼부터 사전 통합된 완전 턴키 방식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합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owerEdge 
서버 인프라스트럭처를 Dell 서비스 및 재무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를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위험 부담 없이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솔루션

Dell EMC Services

Dell EMC DCI(Data Center Infrastructure)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 중요 인프라스트럭처를 간소화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랙, 전원 공급 장치 및 냉각 
솔루션을 포함하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므로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Data Center Infrastructure

https://twitter.com/@DellEMCServers
https://www.linkedin.com/company/dellemc
https://marketing.dell.com/kr/ko/contact
http://www.dell.com/ko-kr/work/shop/franchise/modular-infrastructure
http://www.dell.com/ko-kr/work/shop/category/servers
http://www.dell.com/ko-kr/work/shop/category/servers
http://www.dell.com/ko-kr/work/shop/category/servers
http://www.dell.com/OpenManage
http://www.dell.com/en-us/work/learn/it-support-lifecycle
https://www.emc.com/en-us/servers/index.htm#section=data-center-infra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