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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for 
Data Warehouse의 도입으로 비용 절감, 신뢰성과 성능 
증대를 달성하여 데이터에서 더 큰 가치 창출하기

오늘날의 선도적 조직은 전체 데이터 소스에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분석을 통한 차별화를 달성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데이터 

중심 기업으로의 변모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전략은 급증
하는 데이터 관리라는 도전과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미 현재의 디지털 세상에서 폭발적 속도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IoT 데이터 소스는 다음 세대의 포문을 

열고 있다. 과거의 물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 용도의 
전사적 데이터 취합에 적합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토리지와 전산 자원은 폭발적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그 외에도 패칭,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라는 번거로운 

수작업으로 데이터 오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리스크, 비용, 복잡성을 경감하고 가치 달성 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하여 여러 조직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의 로컬 호스팅 방식이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아웃소싱 방식이든, 또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방식이든, 

클라우드는 보다 단순한 관리, 성능이 보장된 확장성과 

가용성의 향상, 데이터 저장과 처리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왜 고객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가

단순한 배포와 마이그레이션 상시 안정성 빅데이터 지원

분석 및 데이터 인사이트 
추출의 가속화

비용과 리스크 경감

왜 고객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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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일반적 고객 유스 케이스

새로이 유입되는 데이터의 속도와 규모는 전통적인 데이터 

마트, 기업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시스템에 막강한 

압력을 부여하고 있다. 전통적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고객들이 이러한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을까? 

다수의 고객은 "샌드박스" 환경, 부서별(LoB) 데이터 마트, 

데이터베이스 백업 등을 통해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

보다 발전적인 수익형 유스 케이스로는 고성능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 클라우드 컴퓨팅 분석과 통합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구축을 들 수 있다. 
오라클이 혁신적으로 선보이는 Autonomous Database 
for Data Warehouse 클라우드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비
즈니스 인사이트를 비견할 수 없는 신뢰성과 동반 구현하
는 솔루션이다. 완벽하게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
드 서비스로써, 패치 및 업그레이드의 자동화를 위하여 
셀프 튜닝 및 사전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매뉴얼한 관리로 
인한 인간 오류의 발생을 방지해준다.

완벽한 Oracle Cloud Platform이 구현한 
일반적인 고객 유스 케이스

클라우드로의 이동 

써드파티 BI 및 분석 앱

고성능 분석

이질적인 데이터 소스의 통합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트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통합

빅데이터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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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s 
for Data Warehouse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Oracle Autonomous Data 
Warehouse는 머신 러닝에 기반하여 자동적으로 
성능을 튜닝하고 최적화한다. 차세대 Oracle Database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함으로써 전례 없는 수준의 신뢰성, 성능, 고탄력성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수 초 내의 배포가 가능하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s for Data Warehouse여야 하는 이유

상시 가용성

고성능

오라클 고객에게 부여되는 사전 구성된 컴퓨트 및 스토리지 자원에 대한 정밀한 
수준의 제어를 통해 즉각적인 용량 증감이 가능하며, 고가의 미사용 고정 
클라우드 자원 블록에 대한 과지불의 예방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매뉴얼 구성 오류를 제거하여 신뢰성을 보장하고 
무제한 동시 접속과 고급 클러스터링 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운타임 없는 데이터 
저장 역량 강화

고탄력성

• 시스템 운영 중 셀프 튜닝, 패치, 자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완전 자동화 데이터
베이스

• 최적화와 사전 구성으로 15초 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 생성 
가능

•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또는 IT 인력 충원 없이 보유 데이터 대상으로 즉각적인 
분석 실행

• Oracle Exadata 엔지니어드 인프라에 기반하고 머신러닝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상에서 구축되어 적응형 
캐싱과 인덱싱 구현

• 동일 구독비용 하에서 AWS Redshift보다 10배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선보이는 Oracle Database. Redshift에서 10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도 오라클 
환경에서는 1시간으로 충분

• 머신 러닝을 통한 인덱싱과 캐싱 자동 최적화로 CPU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고 
AWS Redshift 대비 더 큰 고객 가치 제공
 

자율 데이터 
웨어하우스 

Simple, 
Fast,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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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합리적 가격, 풍부한 기능,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Oracle Data Warehouse 
구현의 선택권

오라클이 제공하는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어떠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도 지원할 수 있는 
완벽한 서비스

고성능 쿼리와 동시 워크로드
상이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사전 구성된 자원 프로필로 
쿼리 성능 최적화

Oracle SQL
Oracle Database를 지원하는 
모든 비즈니스 분석 툴과 
DWCS의 완벽 호환

자율운행
시스템 구동 중 자율 튜닝, 
패치, 자율 업그레이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완전 자동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적재
Oracle Object Store, AWS 
S3, 또는 온-프레미스로부터 
신속하고 확장성 있는 데이터 
적재 

Exadata
(on premises)

Exadata Cloud 
@ Customer

Exadata Cloud 
Servic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하드웨어 설정 최적화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라이선싱 모델                구매형 구독형 구독형 미터형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미지원 지원 지원 지원

위치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사전구성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네

완전 관리형 DB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네

고탄력성
사전 구성된 컴퓨트 및 스토리지 
유형으로 고정된 자원 블록을 
위해 과지불할 필요 없이 즉각
적인 용량 증감 가능

빌트인 웹기반 SWL 툴
Apache Zeppelin 기반 
노트북으로 브라우저에서 즉각 
가동 가능

데이터베이스 이관 유틸리티
Amazon AWS Redshift, SQL 
Server,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월한 이관을 위해 전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툴 배정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클라우드 상에서, 이동 중, 저장 
중에도 디폴트로 데이터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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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제공하는 진정한 클라우드 
상의 기업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수 많은 벤더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솔루션은 원시적이고, 사용이 
복잡하며, 기업용 확장성과 구축 선택권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라클만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차세대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한 머신러닝에 기반한 새로운 세대의 Oracle 
Database는 완전 자동화를 실현하여 인간의 오류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전례 없는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for Data Warehouse는 비견할 수 없는 유연성,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과 단순성 등 업계 선도적인 데이
터베이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는 
비즈니스에서 보유한 데이터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가치를 
획득하고 이 데이터의 더욱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Oracle Cloud는 개방형으로써,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완전한 클라우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써드파티 
애플리케이션, 툴, 심지어 오픈소스 Hadoop 솔루션까지 
지원한다. 오라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솔루션
은 완벽히 통합된 클라우드, 업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포괄적인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여정의 집대성이다

완벽한 분석 솔루션

전체 조직에서 어떠한 데이터 유형의 어떠한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 Oracle Data Warehouse Cloud 
Service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적재 및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신속하게 도출
하고 실시간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용과 리스크 경감

Amazon Redshift에서 오라클의 자율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고객들은 비용을 절반 가량 감축하면서 99.995%
의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보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고객 이점

수월한 마이그레이션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의 DWCS로의 
이관이 수월하다. Oracle SQL Developer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관시켜준다. 
클라우드를 위해 준비된 마이그레이션 워크벤치 툴은 
Redshift를 비롯한 모든 주요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를 
지원한다.  

기존 투자분의 보존

온-프레미스 오라클 데이터 관리 워크로드는 Oracle 
Cloud 솔루션과 100% 호환성을 보장하여 고객의 기존 
투자분과 스킬을 보존해준다. AWS Redshift를 사용하는 
고객은 코드를 아예 새롭게 재작성해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재정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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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의 시장 선도업체이
다. * 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for Data Warehouse는 오직 오라클만이 가능한 쉬운 
사용, 단순성, 고성능, 보안, 가치와 함께 고확장성의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 무료 클라우드 크레딧을 활용한 다양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체험
https://cloud.oracle.com/ko_KR/tryit

• 세부정보 보기 및 지금 등록
https://myservices.us.oraclecloud.com/mycloud/signup?language=ko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오라클 클라우드만의 독창적인 역량

다음 단계:

Data Warehouse Cloud Service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엔지니어드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완전 관리형 서비스

고성능 기술

데이터 가상화 서비스

철저한 암호화 

백업 DR 서비스

BI 서비스

Other DW 

Cloud Startups

오라클을 선택하는 고객은 배포 옵션을 지니게 되며 기존 
투자분을 보존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즉 데이터
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할 수 있다. 

* Gartner Magic Quadrant for Data Management Solutions for Analytics 기준

https://cloud.oracle.com/en_US/datawarehouse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3T5J67S&ct=170209&st=sb
https://cloud.oracle.com/ko_KR/tryit
https://myservices.us.oraclecloud.com/mycloud/signup?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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