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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국내 최초 ARM 서버 개발 기업 엑세스랩에 대한 요약을 살펴봅니다.

Overview

Find out the overview of XSLAB, The ﬁrst ARM server development company in Korea.

걸어온 길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엑세스랩이 걸어온 길과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History

Look back on the path and achievements of XSLAB from 2011 to 2022.

판매 제품

ARM 서버 / 컴퓨터 시리즈

Products

Presents ARM Server / Computer Series : V-Raptor, Edge-AI Series : VORA.

경쟁력

엑세스랩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소개합니다.

Power

Introducing the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of XSLAB.

브랜드

엑세스랩의 CI와 캐릭터 보라를 소개합니다.

Brand

Introducing XSLAB's Corporate Identity and character VORA.

조직도

엑세스랩의 직원 XSER들을 소개합니다.

Organisation

Introducing XSLAB's members, XSERs.

, 엣지 인공지능 시리즈

엑세스랩 주식회사는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저발열, 고효율의
ARM 서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서버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Less power, More servers, Easier to use!

를 소개합니다.

회사 개요

걸어온 길

판매 제품

회사 개요

경쟁력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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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우리는 적은 전력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친환경 ARM 서버를 개발합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과 전력을 소모하는 기존 서버를 대체할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Overview

국내 최초 ARM 서버 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체계화된 조직구조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서버 산업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린 엑세스랩.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겠습니다.

fun

useful

new

즐겁게 가슴이 뛰는 일

세상에 이로움이 되도록

새로운 길을 향한 개척

XSER는 재미없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슴이 뛰는 일을 찾고,
그것을 즐기며 업무에 임합니다.

XSER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ARM 서버 생산을 통해
환경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XSER는 한국 최초 ARM 서버
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혁신과 도전을 거듭합니다.

일하는 방식
How we works

5대 핵심가치
X.S.L.A.B

Special

eXtra

기존 서버의 한계를
넘어선 최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치
Product Idea

설립 배경
Background

Link

한국 최초 ARM 서버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해
HW/SW간의 체계적인
기업으로써 우리만의
특별한 길을 걸어갑니다. 연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dvance

Broad

글로벌 서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ARM 서버계의
선두주자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적은 전력과 크기로 더 많은 서버를 사용 가능하게
with less power and size, able to use more servers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I have to make my own products that I can make the best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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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2011년부터 시작된 엑세스랩의 발자취- 2022년까지 11년 동안의 기록을
돌아보며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봅니다.

History

연도

설명

저전력 ARM 서버 최초 구상

2011
2012

1차 시제품 개발
ARM 서버, 그 시작

ARM 서버

First prototype

ETRI 과제 수행

ETRI assignments
related to ARM server

ARM 서버 관련

2차 시제품 개발

2014

ARM 서버를 향한 발돋움

First idea of lowpower ARM server

ARM 서버

NAVER DEVIEW

Second prototype
NAVER DEVIEW
ARM server announce

ARM 서버 발표

2015

2017

NAVER 구매조건부 과제 계약 체결
V-Raptor의 등장

엑세스랩의 시작

시제품 발표
V-Raptor 시리즈

V-Raptor prototype

엑세스랩(주) 창업

XSLAB Inc. founded

TIPS 선정

2018

함께하는 엑세스랩

NAVER purchase
conditional contract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파트너사 선정

TIPS selected
Qualcomm/
Socionext partner

Qualcomm / Socionext

Unversity of Hawaii 납품

2019

다양한 판로 개척

ARM 서버

SK Broadband / KISTI 계약
DaaS(VDI) 씬클라이언트 등

University of Hawaii
delievered
SK broadband/
KISTI contract

회사 개요

걸어온 길

판매 제품

경쟁력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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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ARM ServerAC 위원회
국내 최초 등록
ARM ServerAC commitee
registered (First in Korea)

2020

Selected as Venture
Company

벤처기업 선정

카카오

2021

카카오 ARM 서버 기반
연구 개발 계약

ARM 서버를 향한 발돋움

시리즈 A 투자 유치

Kakao ARM Server
based R&D contract
Series-A Investment

퀀텀벤처스코리아

제주 자회사 규리넷
(GYURINET) 설립
텔콘RF제약 (KOSDAQ 200230)
ARM 서버 관련 MOU 체결

2022
친환경 데이터 솔루션
EDISON 출시 예정

코리아나라장터 2022
전시회 참가

Subsidiary company GYURINET Inc. founded in Jeju
ESG Data Solution EDISON coming soon
Telcon RF Pharmaceuticals (KOSDAQ 200230)
Signed MOU for ARM server

Korea-nara Market 2022
Participation in exhibitions

We are becoming better and greater
more and more.

Better and greater.
더 좋고 더 훌륭하게
큰 꿈을 안고 시작한 두 번의 창업, 그러나 그 끝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고 말입니다.

Two startups started with big dreams, but the ending was not
very pleasant.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I made a new resolution.
To do what only I can do in this world.

네트워크를 전공하고 다수의 SW 개발 경험이 있던 본인은 저전력 서버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에너지, 환경 이슈가 점차 중요시되는 만큼, 저전력
친환경 서버 분야의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열망이 엑세스랩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I majored in network and had a lot of software development experience, so I took on the challenge of developing a low-power server.
As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desire to make a better world through business in
the ﬁeld of low-power, eco-friendly server has led XSLAB to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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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서버 / 컴퓨터
ARM Server / Computer

엑세스랩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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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판매 제품

경쟁력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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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ARM 서버 / 컴퓨터 제품 소개
ARM Server / Computer Products

ARM 서버 / 컴퓨터

SQ

PEC

SQ mini

SQ 모델

PEC 모델

SQ mini 모델

세상에서 가장 많은 768개 코어
기반 ARM 서버로 데스크톱 수준
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V-Raptor SQ에 장착하는 서버
노드로 24개 ARM 코어, 16/32
GB 램과 250GB SSD 사양입니다.

V-Raptor SQ를 소형화한 모델로
24개 ARM 코어, 최대 64GB 램,
보라 레터링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The world's largest 768-core
based ARM server, powered
by desktop-level consumption.

It is a server node mounted on
V-Raptor SQ, with 24 ARM cores,
16/32GB RAM & 250GB SSD.

It is a miniaturised model of
V-Raptor SQ and provides 24
ARM cores, up to 64GB of RAM,
and VORA lettering case.

eMAG

SQ nano

SQ Devkit

SKB STC 1000

eMAG 모델

SQ nano 모델

SQ Devkit 모델

STC 1000 모델

3Ghz ARM 코어 32개의 강력한
성능과 하이퍼바이저 지원, 12개
SSD 슬롯, 16개 RAM 슬롯.

전용 케이스와 다양한 포트로
확장성을 지닌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으로 손 안에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ARM 서버 개발용 키트로 V-Raptor
PEC를 장착해 사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클라우드 PC 접속
전용 단말기로 6개 ARM 코어를
탑재했습니다.

Powerful performance of 32x
3Ghz ARM cores and hypervisor
support, 12 SSD slots, 16 RAM
slots supported.

With a dedicated case & multiple
ports, this expandable personal
workstation ﬁts in the palm of
your hand.

It is an ARM server development
kit that anyone can use easily
and uses V-Raptor PEC attached.

It is a terminal dedicated to SK
Broadband cloud PC access and
is equipped with 6 ARM 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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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인공지능
Edge Artiﬁcial Intelligence

type : VORA
status : Flying

회사 개요

걸어온 길

판매 제품

경쟁력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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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엣지 인공지능 제품 소개
Edge A.I. Products

엣지 인공지능

2803 Dongle

5801 Dongle

Pi

2803 Dongle 모델

5801 Dongle 모델

Pi 모델

USB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동글로
50 x 20mm의 작은 사이즈로
24 TOPS/W의 고성능 추론 가능.

USB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동글로
2803 동글에서 칩을 변경해
초저전력/소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작동하는 산업용 프로세서를
탑재한 엣지 인공지능 키트입니다.

It is an AI dongle that learns via
USB and can infer 24 TOPS/W
with a small size of 50 x 20mm.

It is an AI dongle that learns via
USB, and it is made with ultralow power/small size by changing
the chip from the 2803 dongle.

It is an industrial edge AI kit with
an industrial processor that
operates from - 40 degrees to
+ 85 degrees Celsius.

24TOPS/W
50x20mm

12.8TOPS/W
40x20mm

-45C to +85C
Industrial PU

Intelligence Model

Lightspeeur® 2803S 프로세서는 100% 독점 및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매우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CNN 처리를 가속화합니다.
Gyrfalcon Technology Inc. 사의 MPE™(Matrix Processing Engine)는
합성곱 신경망의 일련의 행렬 연산을 계산하는 MAC(Digital Multiply-Add)
장치의 물리적 행렬의 다차원 처리 배열입니다.
확장 가능한 매트릭스 설계를 통해 각 엔진은 인접 엔진과 직접 통신하고
상호 작용하여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물체 감지 및 추적,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각적 분석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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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엑세스랩 주식회사, 다양한 투자 유치 및
증명된 기술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Power

연도

설명

TIPS 창업팀 선정
Selected a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2018

선보엔젤파트너스 투자 유치
SUNBO ANGEL PARTNERS Investment

2019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투자 유치

2021

퀀텀벤처스코리아 퀀텀5G특화4차산업고급기술펀드 투자 유치

기술평가 우수 인증기업

bluepoint partners Investment

Quantum Ventures Korea Investment

특허증

특허증

엑세스랩 주식회사
우수기술 : 저전력 ARM 서버 개발 기술

특허 제 10-1849709호

특허 제 10-1887632호

모듈형 BMC 시스템

BMC기반 서버 랙 시스템

Technology Evaluation
Excellent Certiﬁed Company
by NICE D&B (T-3)
K-Patent 10-1849709
Modulised BMC System
K-Patent 10-1887632
BMC-based Server Lack System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SK 브로드밴드 (SKB)

카카오 (kakao) 연구 개발 계약

슈퍼컴퓨터 원격관리 솔루션 연구 개발

DaaS(VDI) 씬클라이언트 개발, 납품

ARM 서버 기반 연구 개발 계약

Supercomputer remote management
solu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DaaS (VDI) Thin client
development and delivery

ARM server-based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

병역특례업체 지정

벤처기업 지정 (기술보증기금)

Military service exc- company

Venture company

22' 한양대 ERICA
산학연협력단지
입주기업 선정
Selected as a resident company in the industryuniversity(HYU)-research cooperation complex

회사 개요

걸어온 길

판매 제품

경쟁력

브랜드

조직도

with worldwide partners

파트너

대한민국 Korea

미국 U.S.A.

Partners

SK Broadband
SK Telecom
TELCON RF & Pharmaceuticals
KISTI

Gyfalcon Technology
University of Hawaii
Qualcomm

유럽 Europe

일본 Japan

ARM Holdings (U.K.)
SUSE (Germany)

SOCIONEXT

11

12

엑세스랩 회사소개서

브랜드

엑세스랩의 로고와 캐릭터를 만나보세요. 보라는 백악기에서 현 시대로
우연히 넘어온 벨로시랩터 공룡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입니다.

Brand

로고심볼의 기본형 및 응용형

브랜드 심볼, 색상 활용

기본형 Fundamental Typ.

검정 색상 Black coloured (#000000 or K100%)

응용형의제(1) Modiﬁed Typ(1).

흰 색상 White coloured (#FFFFFF or CMYK0%)

응용형의제(2) Modiﬁed Typ(2).

브랜드 심볼 Brand Symbol

응용형의제(3),(4) Modiﬁed Typ(3),(4).

X와 L을 상징하는 로고심볼 Logo Symbol

컬러시스템
Coloursystem
V-Raptor, VORA
Brand Colour

Grey | #9c9b9b

Purple 4 | #c9a0c9
Purple 3 | #a876a6
Purple 2 | #874c91
Purple 1 | #6e3479

Dark Grey | #595857

태양계의 여섯 번째 행성 토성. 그 북극에는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육각형 태풍이 존재
합니다. 이처럼 V-Raptor의 육각형 로고는
자사의 뛰어난 성장력과 파워풀한 제품을
나타냅니다. 육각형 3개를 합치면 완전한
360°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브랜드
심볼의 좌측 도형은 당사의 완벽한 첨단 기
술력을 보여줍니다.

회사 개요

걸어온 길

판매 제품

경쟁력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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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캐릭터
Character

Behold, VORA!
엑세스랩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라’!
옛날 옛적 백악기 중기 즈음, 벨로시랩터로 살아가던 보라는 우연히
땅속에 묻혀 있던 V-Raptor 서버를 만져보다 알 수 없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너무 빠른 서버의 속도로 인해 동그랗고 귀엽게 뭉쳐진
채로 현대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 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보라, 정신없이 고픈 배를 붙잡고 그 근원을 찾아 엑세스랩
에 도착. 보라는 엑세스랩의 서버를 맛있게 먹고 여기서 눌러 살아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깃발을 든 보라 VORA with ﬂag

사랑으로 With Love

인사하는 보라 Greeting VORA

졸린 보라 Sleepy VORA

안아줘요 Please Hug Me

서버서버빔 Server-server Beam

장난치는 보라 Pranking VORA

신난 보라 Amused VORA

서버
사세요!

Once upon a time, around the middle of the Cretaceous
period, VORA, who was living as a velociraptor, accidentally
touched the V-Raptor server buried in the ground and lost
consciousness due to an unknown shock. Due to the speed
of the server that is too fast, it has moved into the modern
era in a cute round shape. At that time, VORA felt a delicious
smell coming from somewhere, grabbed her hungry stomach
and found the source and arrived at XSLAB. VORA ate the
server of XSLAB and has to live on here. She promised to do it.

인간형 보라 Human Type

뭉실이 Mr.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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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걸어온 길

판매 제품

조직도

경쟁력

브랜드

조직도

어려운 도전을 즐기며, 팀원들을 배려할 줄 알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Organisation

부서

정보

HW

IS

Hardware

HS

Infrastructure
Software

ES

High-end
Software

Embedded
Software

16

명

임직원 executives

2

명

외부 자문 external advisory

PR

MS

Public
Relations

AI

Management
Support

SA

Artiﬁcial
Intelligence

Sales

엑세스랩의 자회사 규리넷
지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로 지역에 공급하는
친환경 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규리넷이
개발할 ‘에디슨(EDISON)’ 입니다.

Battery

Solar

전기차 폐 배터리
(ESS Energy Storage System)

태양광 충전
(신재생 에너지)

Data

High-efﬁciency

ARM server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저전력 엣지 컴퓨팅
ARM 서버

12명 2명

2명

연구 개발

경영 지원

홍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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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주소 및 정보

구로디지털단지역

마리오타워
1108호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2번 출구에서 799m
Take Seoul Subway Line 2
and take off at Guro Digital
Complex Station, Exit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108호
(우)08389
1108, Mario Tower,
28, Digitalro 30-gil,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yoo@xslab.co.kr
cafe.naver.com/vraptor824
@xslab_vora

큰 꿈을 안고 시작한 두 번의 창업, 그러나 그 끝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고 말입니다.

엑세스랩은...
XSLAB is...

네트워크를 전공하고 다수의 SW 개발 경험이 있던 본인은 저전력 서버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에너지, 환경 이슈가 점차 중요시되는 만큼, 저전력 친환경 서버
분야의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열망이 엑세스랩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빌드 덕분에 접하게 된 우분투(Ubuntu)란
리눅스(Linux)가 클라우드 인프라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오픈스택(OpenStack)
의 운영 체제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사업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부터 서버까지 저전력 ARM 칩 기반의 컴퓨터를 우분투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바로 한국 최초 ARM 서버 기업 엑세스랩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엑세스랩(주) 대표이사

/xs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