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S의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기술 자료
업데이트: 2015년 2월

목차

목차
소개

2

메모리 오류의 발생 원인

3

메모리 오류 분류 ........................................................................................................................................... 3
감지된 오류와 감지되지 않은 오류 비교.............................................................................................. 3
하드 오류와 소프트 오류 비교 ............................................................................................................. 3
수정 가능한 오류와 수정 불가능한 오류 비교 ..................................................................................... 3

오류 수정 코드

4

기존 "SECDED" 오류 수정 코드 .................................................................................................................... 4
UCS 오류 감지 및 수정........................................................................................................................ 4

서버 메모리 시스템의 트렌드

5

용량 증가 ....................................................................................................................................................... 5
대역폭 증가 .................................................................................................................................................... 5
작동 전압 감소 ............................................................................................................................................... 6

오류율 증가 원인

7

UCS 메모리 오류 관리

8

오류 보고 메커니즘 ........................................................................................................................................ 8
DIMM 블랙리스트 작성 ....................................................................................................................... 9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10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 10

결론

11

부록 A: 추가 메모리 오류 보고

12

UCS의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1페이지

소개

소개
컴퓨터 업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렌드에 의해 서버의 메모리 오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수정 불가능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ECC(오류 수정 코드)가
사용되며 수정 가능한 오류가 서버의 업타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메모리 오류에 대한 개요와 서버 메모리 시스템의 트렌드가 메모리 오류를 증가시키게 된
원인, 메모리 오류 해결을 위해 Cisco UCS Server가 얼마나 잘 구성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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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오류의 발생 원인

메모리 오류의 발생 원인
메모리 오류는 메모리 위치를 읽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메모리에서 읽은 값이 예상 위치 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오류 분류
감지된 오류와 감지되지 않은 오류 비교
ECC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에는 하드웨어 오류 감지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메모리 오류가 데이터 손상, 운영 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의 잘못된 실행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시스템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Server는 ECC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UCS 서버의 Intel
Xeon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오류 수정 코드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메모리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드 오류와 소프트 오류 비교
지속적인 물리적 결함으로 유발된 오류는 보통 "하드" 오류라고 불립니다. 하드 오류는 납땜한 브리지나
납땜 이음새가 쪼개지는 등의 어셈블리 결함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메모리 칩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위치를 다시 쓰고 읽기 액세스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는 하드 오류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오류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DRAM 칩 내부나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한 잠시 동안의 전기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는 "소프트"
오류라고 불립니다. 소프트 오류는 일시적이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오류가 읽기 작업 중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읽기 작업을 다시 시도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데이터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어레이의 내용을 혼란시키는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소프트 오류는 메모리 위치를 다시 쓰는 것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드 오류는 보통 부팅 시 UCS BIOS가 실행하는 메모리 테스트를 통해 감지되며 하드 오류가 있는 모든
DIMM은 런타임 중에 오류를 유발하지 않도록 매핑됩니다. UCS 서버는 런타임 시 자동으로 소프트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메모리 패트롤 스크럽을 사용합니다.

수정 가능한 오류와 수정 불가능한 오류 비교
특정한 오류의 수정 가능 여부는 메모리 시스템 내에 사용되는 ECC 코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
가능한 오류가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전용 하드웨어가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불가능한 오류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 체제가 실행을 계속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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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수정 코드

오류 수정 코드
기존 "SECDED" 오류 수정 코드
일반적으로 메모리 시스템의 ECC 코드는 72비트 코드 워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8 확인 비트로 보호되는
64비트(8바이트) 데이터 워드 전반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단일 오류 수정 및 이중 오류 감지(SECDED)
ECC 코드는 모든 단일 비트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모든 이중 비트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시스템은 Intel의 Xeon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아래에 열거된 것과 같은 더욱 높은 수준의 오류 수정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의 SECDED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UCS 오류 감지 및 수정
Intel Xeon 프로세서 EP급 프로세서로 구축된 UCS Server는 모든 단일 비트 오류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단일 x4 DRAM 칩에 포함된 모든 오류를 수정하고 최대 2개의 장치에서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SDDC(단일 장치 데이터 수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ECC 코드 워드를 메모리 채널 쌍의
전체에 전파하는 잠금 단계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SDDC는 모든 x8비트 DRAM 칩(또는 x4 DRAM 칩의
인접 쌍)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확장됩니다. 더욱 뛰어난 신뢰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Xeon "EX"급
프로세서로 구축된 UCS Server는 x4 장치의 모든(인접하지 않아도 무관) 쌍에 포함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최대 3대의 장치에서 오류를 감지합니다. 이 기능은 DDDC(이중 장치 데이터 수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UCS의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4페이지

서버 메모리 시스템의 트렌드

서버 메모리 시스템의 트렌드
메모리 시스템은 서버의 지속적인 혁신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한 가지 트렌드는 메모리 시스템
용량이 더 커야 속도가 낮은 디스크 액세스를 기다리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이 용량이 더욱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메모리 시스템 대역폭이 높으면 코어
수가 높은 프로세서에 필요한 지침과 데이터에 더욱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대역폭 증가 역시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또한 메모리 시스템이 증가하면 전원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더욱 밀도 높고 빠른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동 전압이 감소됩니다.

용량 증가
오류율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메모리 시스템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더 많은
메모리 비트가 추가되면서 그 중 하나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시스템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증가한 것은 DRAM 구조가 축소된 결과입니다(즉, 단일 다이에 더 많은 비트가 압축될 수
있음). 2008년 이래, DRAM 용량은 512메가비트에서 8기가비트로 16배 증가했습니다. 칩 용량이 커지면서
개별 비트 셀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비트 셀이 작아지면서 비트당 저장된 전하의 수가 감소되어 저장된
"1"과 "0"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DRAM 칩의 기본 스토리지 요소 또는 비트 셀은 초소형
축전기입니다. DRAM 비트 셀은 본질적으로 누수성이 있으므로 더 적은 수의 전하를 포함하는 소형 비트
셀은 이러한 누수에 대한 내성이 적습니다. 또한, 소형 비트 셀은 알파 입자나 우주선 등의 외부요소로 인해
더 쉽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날의 고급 DRAM 기술은 단일 다이에서 최대 8기가비트의 메모리를 제공하며 단일 메모리
모듈(DIMM)에서 최대 64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재의 CPU는 각 프로세서 소켓에
여러 메모리 채널을 통합하며 각 채널에 여러 DIMM을 통합합니다.

대역폭 증가
메모리 시스템 대역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세서 소켓의 여러 메모리 채널 외에도
각 채널의 속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단 몇 년 전만해도 DDR2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최고 속도는
800Mtps였습니다. 고급 DDR4 메모리를 사용하는 Cisco B200-M4는 2,133Mtps에서 작동하는 메모리
채널을 지원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작동 주파수는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지만 비트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개별 비트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타이밍 마진 역시 감소되어 각 비트를 앞과 뒤에 있는 비트와
분리하기 위한 회로 수신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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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전압 감소
또 다른 기본 기술 트렌드는 전력 및 냉각 요구 사항을 낮추고 프로세스 기술의 발전과 연관된 소형
트랜지스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작동 전압을 점점 낮춰가는 것입니다. 업계가 DDR에서 DDR2, DDR3,
DDR4로 전환함에 따라 DRAM 전압은 2.5V에서 1.8V, 1.5V, 1.35V, 1.2V로 감소했습니다. 작동 전압이
감소하면 사용 가능한 잡음 여유 역시 감소되어 수신기가 1과 0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증폭기를 감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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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율 증가 원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류율 증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더 많은 비트를 포함하도록 메모리 시스템이 확장됨

•

용량이 더 큰 DRAM 칩에는 더 작은 비트 셀이 필요하며 이는 비트당 저장되는 전하의 양을 줄임

•

작동 전압 감소는 잡음 여유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작동 속도가 높아지면 타이밍 여유가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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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메모리 오류 관리
오류 보고 메커니즘
수정 가능한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면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에 계산됩니다. CIMC는 이러한 오류를 추적하고 각 DIMM에 대해 IPMI 센서를 사용하여
실패 임계값을 적용합니다. 수정 가능한 오류가 새롭게 감지되면 CIMC가 SEL(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어떤
DIMM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항목을 생성합니다.
DIMM이 사전 정의된 수정 가능한 ECC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SEL에 임계값이 초과되었음을 나타내는
후속 항목이 생성됩니다. DIMM이 임계값을 넘어서면 "저하됨"으로 표시되며 메모리 오류가 수동으로
재설정되거나 DIMM이 교체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DIMM이 "저하됨"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DIMM은 "작동 가능" 상태이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합니다(그림 1 참고). "저하됨" 상태는 DIMM이 임계값을 초과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알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SEL 이벤트의 결과로 UCSM은 개별적인 DIMM 상태, 서버 상태 LED 상태, 전체적인 서버 운용성과
관련된 일련의 오류를 야기하게 됩니다. 메모리 오류 통계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1: 수정 가능한 ECC 오류의 경우, DIMM의 전체적인 상태가 "작동 가능"으로 나타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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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불가능한 메모리 오류는 BIOS에 의해 보고되어 CIMC SEL에 항목이 생성됩니다. 하나의 수정
불가능한 오류는 해당 DIMM 및 서버에 오류를 유발하여 둘 다 전체적인 상태가 "저하됨"으로 표시되게
합니다. DIMM에 수정 불가능한 ECC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개별 메모리 모듈에 대한 상태 세부 정보에는
DIMM을 교체해야 한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그림 3 참조).

그림 2: 수정 불가능한 ECC 오류의 경우 모듈 교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DIMM 전체 상태는 "저하됨"으로
보고됩니다.

DIMM 블랙리스트 작성
UCSM 버전 2.2는 수정 불가능한 메모리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옵트인 기능인
DIMM 블랙리스트 작성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UCSM이 OS 런타임 시 수정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한 DIMM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문제 해결이나 문제 또는 교정을
위한 보수를 하기 전에 동일한 DIMM에서 재차 수정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하여 충돌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DIMM 블랙리스트 작성 기능은 기본 전역 메모리 정책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그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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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역 메모리 정책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기능 활성화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메모리 오류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정 가능한 오류로 인해 불필요하게 DIMM 교체 알림이 표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DIMM 교체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원하지 않는 시스템
다운타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체된 DIMM에는 대부분 소프트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고 분석 결과
"문제 없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DIMM은 수정 불가능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시스템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긍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Cisco는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시스템에서
수정 불가능한 오류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DIMM을 감지하고 그러한 DIMM에 한해 교체를 권장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일부 수정 가능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수정 불가능한 오류를 유발할 위험성이 거의 없는
DIMM을 걸러냅니다. 이 알고리즘은 하드 오류와 소프트 오류 사이의 차이를 고려합니다. 또한, 강력한
ECC 코드의 정교한 알고리즘 인수는 단일 비트 오류뿐만 아니라 4비트 기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백그라운드에서는 자동 패트롤 스크럽이 수행됩니다. 이는 Cisco의 자체 데이터 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정
가능한 오류와 수정 불가능한 오류 사이의 상호 관계성 분석과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Cisco의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솔루션을 사용한 결과 불필요한 DIMM 교체가 줄어들어 운영 비용이
절감되었고 시스템 가용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지원은 아래 릴리스에서 제공됩니다.
UCS Manager 패치 릴리스 2.2(1b) 이후
UCS Manager 패치 릴리스 2.1(3c)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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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간단히 말하자면, 용량 증가, 대역폭 증대, 작동 전압 감소를 원하는 업계의 요구로 인해 메모리 오류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류 감지 및 UCS 서버 보호를
강화하는 Cisco의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 솔루션이 개발되었습니다. 고객은 향상된 메모리 오류 관리를
통해 거짓 긍정 오류 보고와 불필요한 DIMM 교체를 줄이며 서버 업타임을 늘리고 전체적인 서버 유지
관리에 드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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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추가 메모리 오류 보고
메모리 오류 통계는 UCSM 내의 각 개별 DIMM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CSM은 이러한 오류를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각 물리적 서버에 대해 표시합니다(이미지 1 참고).
이미지 1: 사전 정의된 여러 시간 간격에 대한 메모리 오류 통계

UCSM 그래픽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메모리 오류 통계 및 세부 정보 역시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d-1-UCS-6-B # scope server 1/6
Pod-1-UCS-6-B /chassis/server # scope memory-array 1
Pod-1-UCS-6-B /chassis/server/memory-array # show stats
Memory Error Stats:
Time Collected: 2014-04-16T16:36:58.968
Monitored Object: sys/chassis-1/blade-6/board/memarray-1/mem-1/error-stats
Suspect: No
Address Parity Errors: 0
Mismatch Errors: 0
Ecc Multibit Errors: 0
Ecc Singlebit Errors: 65535
Thresholded: 0
Time Collected: 2014-04-16T16:36:58.968
Monitored Object: sys/chassis-1/blade-6/board/memarray-1/mem-2/error-stats
Suspect: No
Address Parity Errors: 0
Mismatch Errors: 0
Ecc Multibit Errors: 0
Ecc Singlebit Errors: 65535
Threshold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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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 이벤트의 결과로 UCSM은 개별적인 DIMM 상태, 서버 상태 LED 상태, 전체적인 서버 운용성과 관련된
오류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오류는 사용하는 UCSM 릴리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UCSM 패치
릴리스 2.2(3a) 이후의 릴리스의 경우 이미지 2 및 3에서 수정 가능한 오류 결함을, 이미지 4 및 5에서 수정
불가능한 오류 결함을 참고하십시오.
이미지 2: 서버 상태 LED가 "정상"이며 수정 가능한 오류에 대해 전체 상태는 "양호"로 나타납니다.

이미지 3: 각 서버 아래의 "결함" 탭에 현재 서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함의 자세한 보기가 표시됩니다.
수정 가능한 ECC 오류 임계값을 초과한 경우 "사소한" 결함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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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4: 수정 불가능한 오류 발생으로 인해 서버 전체 상태가 "저하됨"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서버 상태
LED는 "사소함"으로 설정됩니다.

이미지 5: 각 서버 아래의 "결함" 탭에 현재 서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함의 자세한 보기가 표시됩니다.
수정 불가능한 오류 발생 후 "주요" 및 "사소한" 결함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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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M 패치 릴리스 2.2(3a) 이전 릴리스의 경우 이미지 6 및 7에서 수정 가능한 오류 결함을, 이미지 8 및
9에서 수정 불가능한 오류 결함을 참고하십시오.
이미지 6: 수정 가능한 오류에 대해 서버 전체 상태가 "양호"로 나타납니다.

이미지 7: 각 물리적 서버 아래의 "결함" 탭에 현재 서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함의 자세한 보기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수정 가능한 오류에 대한 결함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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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8: 수정 불가능한 오류 발생으로 인해 서버 전체 상태가 "저하됨"으로 나타납니다.

이미지 9: 각 물리적 서버 아래의 "결함" 탭에 현재 서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함의 자세한 보기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수정 불가능한 오류에 대한 결함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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