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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1> : 오픈 소스



오픈 소스,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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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이용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다.

⚫ 원하는 대로 변형 가능

⚫ 보안 취약점이 쉽게 발견된다. 

⚫ 그러나 오픈소스가 보안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누구나 버그를 고칠 수 있다.

⚫ 특정 벤더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위키백과>

단점

⚫ 비숙련 사용자들은 사용이 어렵다.

⚫ 이미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

⚫ 고객지원이 불리

장점과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아요＂



오픈 소스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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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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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2> :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 컴퓨팅의 일종으로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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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 인프라

: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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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 12 >

 이미지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데이터센터 주요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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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물) 서버 랙 서버 (하드웨어)



데이터센터의 오픈 소스, 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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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물) 서버 랙 서버 (하드웨어)

페이스북의 데이터센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

= Facility Platform



데이터센터의 오픈 소스, 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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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4차 산업혁명 (마법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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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 코리아 루트를 찾아라!”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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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Big Data Statistical Analysis)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방식 혁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 최신 로봇 기술이 합쳐져 근로 형태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러므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기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 공학 (Robot Engineering)

양자 암호 (Quantum Cryptography)

양자 난수를 모든 IT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면 해킹 불가능한 암호 체계 구현 가능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무인 운송 수단 (자율 주행)

3D 프린팅

나노 기술(NT)을 통해 새로운 물질과 기계를 만들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 가능

<출처 : 위키백과>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Cloud)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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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등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며 다양한 투자 진행 : 연간 약 1조원 규모

✓ 네이버 : 춘천 데이터센터 더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위해 용인에 4800억 투자

✓ LG유플러스 : MS Azure(애저) 클라우드 유치 후 평촌 메가 센터 IDC 증축 중

✓ KT-웹케시 : 목동에 ‘금융 전용 데이터센터’ 오픈, 원효 및 동작 부근 부지 타당성 검토 중

✓ MS :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 및 국제산업물류단지 일대 54,000평을 1084억원에 매입

국내 150여개 데이터센터, 연간 1조원 신규 투자

(국내 최대 규모의 KT 목동 ICC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모습)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도입 희망 분야 (2012)



데이터센터의 이슈, 운영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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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기 소모로 인한 데이터센터 운영비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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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10억원 정도의 높은 전기세는 데이터 센터 운영의 가장 중요한 이슈

⚫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의 50%가 서버 발열 냉각(Cooling) 에 사용

✓ 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텔 서버는 소모 전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발열량이 높아 냉각 비용도 높음

⚫ 국내는 ‘지식서비스 특례 할인’ 폐지 후 전기세 인상으로 데이터센터 운영비 가중

네이버, 데이터 센터(춘천) 운영 개요 소모전력의 50% 가 냉각에 사용

⚫ 서버 12만대운영

⚫ 1년전력사용량 5271만 kwh

⚫ 운영비의 1/3 전기세

⚫ 전기세의 50% 이상이발열에대한냉각 (Cooling) 에사용

⚫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로데이터센터전력사용량연평균 40%이상상승



ARM 서버



ARM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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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서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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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서버용 ARM 칩, Calx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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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의 ARM 서버 (Marvell ARMADA XP SoC) HP 의 ARM 서버 (최초의 Moonshot 서버)



최초의 상용 ARM 서버, HP Moon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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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서버용 ARM 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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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ium, Thunder X1, X2

✓ 64-bit ARMv8, 28nm

✓ 48 cores, 2.5GHz

✓ Memory 4 Ch.

⚫ SOCIONEXT, SC2A11

✓ 64-bit ARM Cortex-A53

✓ 24 cores, 1GHz

✓ Memory 2 Ch.

⚫ Qualcomm, Centriq2400

✓ 64-bit ARMv8, 10nm

✓ 48 cores, 2.6GHz

✓ Memory 6 Ch.



서버 개발 필요 기술 (1) : 마더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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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 비해 최소 6층 이상 PCB 층수가 복잡한 고밀도/고집적 회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서버 마더 보드 설계

⚫ 별도의 전원관리 칩이 제공되는 스마트폰과 달리 고전압 서버 전용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Power On Sequence 설계

⚫ 10Gbps 이상의 고속 통신을 위한 디퍼런셜 임피던스 기반 고속 메모리 및 버스 통신 설계 기술 : RDIMM, PCIe 3.0 등

ARM 서버 전용 Power On Sequence

1단계 : BMC Power On

2단계 : Power Regulator Power On

3단계 : 서버 CPU 내부 SoC Power On

4단계 : DDR Memory Power On

5단계 : 서버 CPU Power On

서버 Boot Up

PCB 20층 이상의 고집적 회로 설계

20층이상의고밀도/고집적하드웨어설계기술

※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전원 레벨과 전원 인가

타이밍을 관리해주는 PMIC 와 같은 전원 관리 칩이

데이터센터용 서버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5단계 이상의 타이밍을 고려한 전원 인가 과정, 즉, 

Power On Sequence 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전원 회로 설계 기술이 필요



서버 개발 필요 기술 (2) : B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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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의 높은 라이선스 비용 대비, 확장성이 떨어지는 임베디드 리눅스(약 10년전 기술) 대신 범용 리눅스 서버 포팅 및 자체 개발

⚫ 원격 서버 관리를 위한 IPMI 2.0 기반 서버/클라이언트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개발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원격 서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경량급 웹 서버 및 웹 시리얼 콘솔 개발

※ 국내 최초로 엑세스랩 자체적으로 BMC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

웹 브라우저 만으로 원격으로 서버 콘솔 로그인 및 명령어 작업 가능서버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팬 속도 제어 기능



서버 국산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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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데이터 서버 제조 기술은 없고 조립 기술만 있어 국산화가 막 시작되고 있음

✓ 공공시장에서 국산 서버 점유율 : 2015년 0.4% 에서 2016년 5.1%, 스토리지는 1% 에서 3.8% 증가

⚫ 인텔 x86 서버 국산화 프로젝트 착수(과기정통부, 2017) : KTNF, 오픈시스넷, 유미테크, 이슬림 코리아, 티맥스소프트 등 참여

✓ 2018 말까지 범용 서버 메인보드(마더 보드) 개발 및 개방형 BMC IPMI 2.0 제어 관리 SW 개발 목표

국내 인텔 서버 매년 6.3% 성장, 2016년 7495억원 규모인텔 x86 서버 국산화 프로젝트 범위

(자료: Korea Server 2017-2021 Forecast Analysis Review)



키워드 <4> : 우리의 ARM 서버 이야기



엑세스랩의 ARM 서버, V-R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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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 유일 데이터센터용 ARM 서버,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

⚫ 국내 최초 독립형 BMC 모듈,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 : 페이스북의 OpenBMC 적용

⚫ ARM 서버 전용 가상화 솔루션 개발 중 : Type 1 Hypervisor

Server Chassis

ARM Server Node

BMC Node

(1) 저전력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ARM 서버 (2) 독립형 BMC 모듈 (3) ARM 서버 전용 가상화 솔루션

ARM Server SoC

BMC Hardware

BMC Software

Guest VM1

Guest OS1

Bins/Libs

App1

Guest VM2

Guest OS2

Bins/Libs

App2

Hypervisor for ARM

ARM Server OS

ARM Server HW

Bins/Libs

App1

Bins/Libs

App2

Container for ARM

ARM Server OS

ARM Server HW



오픈 소스로 완성하는 ARM 서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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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Chassis

ARM Server Node

BMC Node

(1) 저전력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ARM 서버

ARM Server SoC



오픈 소스로 완성하는 ARM 서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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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형 BMC 모듈

BMC Hardware

BMC Software

Flask web service

Python Application 
(serialworker.py)

pyserial

Serial driver
(/dev/ttymxc0)

Web socket

User Level

Kernel Level

V-Raptor, BMC Software

Server Node

H/W Status Monitoring



오픈 소스로 완성하는 ARM 서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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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M 서버 전용 가상화 솔루션

Guest VM1

Guest OS1

Bins/Libs

App1

Guest VM2

Guest OS2

Bins/Libs

App2

Hypervisor for ARM

ARM Server OS

ARM Server HW

Bins/Libs

App1

Bins/Libs

App2

Container for ARM

ARM Server OS

ARM Server HW

V-Raptor, Hyperviso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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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랩㈜, 유 명 환, funfun.y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