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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뮬레이션 배경은 금융자산 거래를 위한 실시간 증권시세를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시간내에 결과를 도출하고자
실제 유니원아이앤씨㈜와 ㈜한국코어텍 기술연구소가 협력하여 IBM 인공지능 서버(AC922)를 통한 금융공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IBM 인공지능서버로 혁신적인 94배의 처리속도 향상
금융자산 거래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 전략들은 수 많은 저장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작동합니다. 금융 거래 전략에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엄청난 양의
과거 거래 내역 등을 일반적인 CPU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를 수 많은 계산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IBM 인공지능 서버를 통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수 십억 건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일반적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 활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짐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고속의 In-Memory 데이터 처리와 병렬처리
플랫폼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시간 증권 시세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설정된 조건(전략)에 부합하는 종목을
빠른 시간내에 발굴할 수 있어 실시간 종목발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 줄 요약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안과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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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CPU vs. GPU 성능비교
1. CPU 제원
- Linux Version
- OS Version
- CPU

2.6.32-431.el6.x86_64
CentOS release 6.5 (Final)
Intel(R) Core(TM) i7-4790 CPU @ 3.60GHz

2. GPU 제원
- Nvidia Volta GV100 (Tesla V100-SXM2-16GB)
- CUDA Driver Vesion 9.1
- Total amount of global memory
- Multiprocessors
- Maximum number of threads per multiprocessor

IBM 인공지능 서버 AC922 장점

16128 Mbytes
5120 CUDA Cores
2048

3. CPU ver GPU 처리시간 비교

가장 빠른 액셀러레이터 성능
NVIDIA 2세대 NVLink 가 PCIe Gen3 인터페이스(x86 서버) 대비 5.6배의 데이터
처리량을 액셀러레이터에 제공합니다. PCIe Gen 4는 PCIe Gen3 대비 2배 우수합니다.

가속화 기술의 사용 효율성 극대화
CPU 및 액셀러레이터 전반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병목 지점을 제거하여 가속화 기술에
대한 투자 효용성을 극대화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를 줄입니다.

가장 간단한 가속화 경로
ELS 종목구분

Valuation 계산
횟수

CPU 소요시간

GPU 소요시간

Coherence 속성으로 개발자를 위해 번거로운 데이터 이동 및 배치의 복잡성을 없애고
간단한 경로를 통해 가속화를 실현합니다.

기초자산 2개
종목

1,681*30,000*만기

205.0676초
(3.4분)

2.226초

협업을 통해 개발

기초자산 3개
종목

68,921*30,000*만
기

6,376.3235초
(1.7시간)

5.651초

Nvidia, Xilinx, Mellanox, 기타 여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NVLink 및 OpenCAPI
silicon에서 협업의 진정한 효과를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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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사례1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헤지수량 산출
정확한 값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 그 값을 근사적으로 구하도록
도와주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 위험회피 전략중 하나인
헤지의 수량을 산출합니다.

시뮬레이션 사례2
-. 회귀분석 전략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일부인 회귀분석 과정을 통하여 단기와 장기
각각을 분석하여 매수/매도 시점을 찾아 투자에 활용 합니다.

시뮬레이션 사례3
-. MACD 전략
투자 기법 중 하나인 MACD와 MACD-EMA 매수/매도 시점을 찾아
투자에 활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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