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일반적으로 각 서버 벤더들은 자사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BMC 기반 원격 하드웨

어 관리 기술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며, 클러스터 관

리자는 계산 노드 관리를 위해 별도의 상용 및 오픈

소스 관리도구를 사용한다. 서버의 BMC 펌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관리도구로는 Dell의 iDRAC[1], HP

의 iLO[2], 인텔의 AMT(Active Management

Technology) 및 RMM(Remote Management

Module), IBM의 IMM(Integrated Management

Module), Oracle의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등이 있다. Supermicro에서는

IPMICFG(IPMI 장치를 설정하기 위한 CLI 기반 도

구), IPMIView(IPMI를 사용하여 여러 Supermicro

서버들의 하드웨어 센서들을 모니터링 하는 웹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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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격 하드웨어 관리 기술은 BMC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자사의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클러스터 관리를 담당한다. 자
체적인 서버 관리 기술로 Dell의 iDRAC, HP의 iLO, Supermicro의 SSM 등이 있으며, 클러스터 관리
도구로는 BCM, Warewulf, xCAT, Grendel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체 하드웨어 서버 관
리기술은 단일 서버 관리 기능만 지원하거나, 하드웨어 센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를 지원하는 주요 클러스터 관리 도구도 관리되는 서버의 종류가
제한되거나, 지원되는 하드웨어 센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각 다른 하드웨어 센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여러 서버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이기종 하드
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 제어,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 템플릿 기술을 소개한다.

(그림 1) 상용 BMC 기반 원격 하드웨어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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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SSM(Supermicro Server Management, 올

인원으로 대규모의 Supermicro 서버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콘솔 도구) 등의 관리 기술들이 있다.

하드웨어 관리 기술은 원격에서 서버를 ON/OFF하

거나, 펌웨어 업데이트, 하드웨어 센서 모니터링 및

제어 등이 있다. 이러한 관리기술들은 BMC를 통해

서 관리되며, 대표적인 표준 기술로 IPMI 및

REDFISH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

로 한 대표적인 클러스터 관리도구로 Nvidia의

BCM, OpenHPC의 Warewulf, xCAT 그리고 버팔로

대학교에서 개발한 Grendel 등이 있다. 이때 관리되

는 각 서버 하드웨어 센서들은 벤더마다 고유한 센

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그림 1과 같이 iDRAC, iLO, AMT,

RMM, IMM, ILOM와 같은 서버 벤더들의 BMC 펌

웨어 기반 하드웨어 관리 기술들은 대부분 단일 서

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센서 아이디가 고정

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클러스터 관리 위주 도구들

은 운영체제 프로비저닝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부 하드웨어 센서만 활용되거나 지원되는

기종도 제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한 IPMI를

기반으로 고정된 하드웨어 센서 아이디를 사용한

지능형 원격 관리 플랫폼(KiERA)[3]에 다른 센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여러 서버들로 이루어진 대규

모 이기종 하드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 제어, 모니

터링하기 위한 센서 템플릿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

고 차세대 기술인 Redfish도 지원하였다.

2. 클러스터 관리 도구

주요 오픈소스 기반 클러스터 관리 도구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Warewulf, IBM에서

개발한 xCat, 버팔로 대학교에서 개발한 Grendel등

이 있다.

▪(Warewulf, xCat) 두 관리 도구들은

OpenHPC[4] 프로젝트에 공식 포함되어 리소스 스

케줄러 연동과 함께 소규모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관

리로 Warewulf, 대규모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관리

로 xCat이 널리 활용된다.

▪(Grendel) xCAT 또는 Warewulf의 Exascale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서버 랙 단위에서 신속한 네

트워크 부팅으로 현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대안으

로 버팔로 대학교에서 개발되었다. 또한 xCat 및

Warewulf와 같은 대형 기능 완료 시스템과 HPC에

필요한 기능이 부족한 Foreman 및 Cobler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관리 시스템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5]

3. 이기종 하드웨어 센서 통합 관리 기술

본 대규모 이기종 하드웨어 센서 통합 관리를 위

한 센서 템플릿 기술은 그림 2와 같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여러 서버들의 하드웨어 센서 데이터들을 모

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BMC

에서 제공하는 주요 하드웨어 센서 데이터는 온도

(CPU, 메모리, 디스크, 보드), 팬 속도, 소비전력, 기

타 특정 벤더에서 제공하는 기타 센서 등 여러 가지

(그림 3) 센서 템플릿 생성 순서도(수동)

(그림 2) 이기종 하드웨어 센서 통합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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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센서 명칭이

벤더 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서버들을 관리하

기 위해 지능형 원격 관리 플랫폼(KiERA)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센서 템플릿 기술을 개발

하였다.

본 센서 템플릿 기술은 여러 개의 센서 템플릿을

정의할 수 있으며, 관리대상 서버 등록 시 해당되는

센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다. 센서 템플릿 등록

방법은 관리자 직접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기계

학습 기반 자동 등록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센서

템플릿 수동 등록 방법의 작동 순서는 그림 3과 같

다. 새로운 센서 템플릿 이름을 작성하고, 실제 모니

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하드웨어 센서 속성을 등록

한다. 하드웨어 센서 속성은 서버별로 센서 속성의

이름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서버의

종류별로 센서 템플릿을 등록해야 한다. 최종 등록

이 완료되면 해당 템플릿의 여러 하드웨어 속성과

값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서버 등록 시 해

당 템플릿으로 사용가능하다.

그림 4는 기계학습 기반 자동 센서 템플릿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등록하려는 서버의 센서 템

플릿 검색 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상 서버에 표

준 서버관리 기술(IPMI/REDFISH) 명령어를 통해서

전체 하드웨어 센서 정보를 요청하고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신 Training /

Validation 샘플을 기반으로 Trained Algorithm을

생성한다. 이 때, Trained Algorithm 생성 주기는

관리자 설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Trained

Algorithm에 전체 하드웨어 센서 데이터를 입력으

로 넣으면 센서 데이터 정보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CPU, 메모리, 메인보드, 디스크, 팬 등의 센

서 속성 정보와 센서 아이디가 자동으로 파싱되고

분류된 후, 최종적으로 센서 템플릿을 출력한다. 출

력된 센서 템플릿을 검증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한

다. 그리고 최종 검증된 센서 템플릿은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다. 이렇게 등록된 센서 템플릿을 활용

하여 대규모 이기종 서버 하드웨어를 통합적으로 관

리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에 활용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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