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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인텔 개발자 포럼에서 확인된 서버 제조업체들의 불황 

◈ 8 월 중순 개최된 인텔의 연례 개발자 포럼 ‘IDF(Intel Developer Forum) 2016’에서는 인텔의 

‘슈퍼 7(Super 7)’ 중시 정책이 부각되었음 

• 슈퍼 7이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자체 설계하고, 인텔에서 프로세서 등을 직접 조달하

며, 대만의 ODM(주문자 상표 디자인 제조업체)을 통해 하드웨어를 생산, 조달하게 하는 대

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인텔이 부르는 호칭임 

• 인텔이 꼽은 슈퍼 7 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그룹, 바이

두, 텐센트 홀딩스 

• 인텔은 슈퍼 7에 대해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령 서버 제조업체에도 공급하지 

않는 “특별주문 생산한 제온(Xeon) 프로세서”를 슈퍼 7 에 제공하는 한편, 슈퍼 7 의 자체 

하드웨어의 개발 및 검증에 협력하고 있음 

• 인텔은 회사가 슈퍼 7을 우대하는 것은 이들 슈퍼 7이 최신 기술의 얼리 어답터이며, 서

버 등의 업데이트 간격이 일반 기업에 비해 짧기 때문이라 설명 

• IDC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서버 출하량 중, 서버 제조업체가 아닌 회사가 ODM을 통해 

서버를 조달하는 ‘ODM 다이렉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9%로 상승 

• ODM 다이렉트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10.4 %로 전체 서버시장 성장률인 8.0 %를 웃돌고 있

기 때문에, 수요가 왕성한 슈퍼 7을 인텔이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 인텔은 서버 등의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ODM 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슈퍼 7 이외에

도 확산 중이라 말했으며, 그 중 하나로 소개한 곳이 통신업체인 AT&T임 

• 인텔은 슈퍼 7 에 AT&T 를 더해 ‘슈퍼 7+1’이라 표현했는데, ‘슈퍼 8’이라고 하지 않은 이

유는, 미국에 이미 그런 명칭의 호텔 체인이 있기 때문 

• AT&T 는 2020 년까지 네트워크 기능의 70%를 가상화하고 워크로드를 인텔 프로세서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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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범용 서버에서 실행할 계획이며, 이들 

서버는 데이터센터용 하드웨어의 설계도를 오픈 

소스로 개발하는 Open Compute Project(OCP)의 

사양을 채택할 예정 

• OCP는 페이스북이 설립한 단체로 마이크로소프

트, 구글, 애플 등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하자면 슈퍼 7 이 운영하는 하드웨어 개발의 총

본산임 

• AT&T 는 OCP 가 2016 년 1 월에 설립한 통신 사업자용 하드웨어 개발 소그룹 ‘OCP Telco 

Proje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텔은 AT&T와 직접 제휴를 맺고 AT&T에 의한 IT 인프라의 

개발과 전개를 도울 예정임 

◈ 인텔이 ‘슈퍼 7+1’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날, 시스코 시스템즈는 전체 직원의 7%에 해당

하는 5,500 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 

• 클라우드 사업자에 이어 AT&T 같은 통신 사업자도 “서버 제조업체와 결별”을 시작하고 있

고, 인텔이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신 사업자 대상 비즈니스를 전개해 온 많은 하

드웨어 제조업체들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SiliconANGLE, 8. 19 .& eWeek, 8. 22.) 

<자료> Intel 

[그림 1] 서버를 자체 조달하는 슈퍼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