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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ast Engineered System!!!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바로 비용과 연결되며 또한 많은 Risk를 동반한다. 새로운 하드웨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소

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튜닝하여 기업의 환경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내는 과정은 실로 한달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오라클 Exalogic 시스템은 빠른 OLTP성능을 요구하고, 빠른 JAVA 성능을 요구하는 오늘날 기업의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공장 조립 단계부터 최고의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쳐 생산된다.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JAVA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Exalogic은 그야말로 

Superfast Engineered Solu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 Online transaction 성능을 통해서 고품질의 서비스

를 지향하는 기업에게 역시 Exalogic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오라클 Database와 더불어 다양한 middleware솔루션 그리고 Applic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오라클

의 application뿐 아니라 기업의 독자적 application역시 Exalogic과 함께 한다면 기존 장비에서 보다 높은 성능향상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화두로 많은 기업과 조직이 도입검토를 하고 있다. 수많은 업체들이 스스로 

Cloud Computing 환경을 선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의 일부 요소기술을 제

공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오라클은 iaaS PaaS SaaS의 모든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라클은 기업

의 Private Cloud Computing에 있어서 필요한 최고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Exalogic이 서 있다.

오라클 Exalogic은 금융, 제조, 통신, 공공, 국방, 유통시장 등등 수많은 인더스트리에서 단순 H/W가 아닌 진정한 

Engineered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Business를 극대화 할 수 있다. 

oracle.com/goto/applications
또는 080.2194.11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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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기업용 IT업체들은 하나의 벤더가 모든 것을 제공

하는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고 있다.

Oracle뿐만 아니라, IBM도 마찬가지이다. HW와 솔

루션을 따로 제공해서 최적의 환경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Oracle이 솔루션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든 것을 제

공하는 만큼 제품 사상이나 설계에 최적화된 소위 최적

의 조합으로, 사전에 맞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 Exalogic, Exadata이다. 

Exalogic, Exadata는 썬의 하드웨어에 기반해 운영체제

(OS),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결합한 어플라이언

스 제품으로, x86 하드웨어와 SW를 최적화해 메인프

레임급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이는 고객의 입장

에서 제품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소진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Oracle이 왜 Exalogic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

려면 현재의 IT환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1. JAVA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용 Application의 Platform
이 JAVA인지 .NET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이

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전세계 기업

의 대부분의 Business Application의 Platform은 JAVA
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서버뿐만 아니라 Mobile 

Phone, Smart TV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Platform에 

JAVA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WAS(Web 

Application Server)를 Infrastructure라고 부르는 이유

이기도 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Mobile로의 IT의 변화에는 JAVA
가 그 바탕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2. Cloud Computing

*aaS라고 얘기되어 지고 있는 Cloud Computing은 이

제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10년 전에 나왔던 ASP와 SaaS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이 무엇인지, Multi-Tenancy가 IaaS, PaaS, SaaS에 어떻

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전

문가 또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Virtualization)
와 Cloud Computing은 어떻게 접목되어야 할까? 

Cloud Computing 환경 하에서 VM에 OS(Unix, Linux, 

Windows)가 반드시 필요할까? 가상화플랫폼 위에 OS
없이 JAVA(JVM)가 porting이 되면 Business Application
을 바로 실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OS가 가지는 

overhead없이 HW를 100%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3. Low Latency Computing

Scale-Out이라는 Architecture 기법으로 동시 사용자를 

늘려 주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여전히 응답속

도에 대한 불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용자들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Scale-Up으로 단일 서버에 고성

능의 CPU를 많이 장착한 서버는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 CPU를 늘려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CPU
를 늘린다고 해서 원하는 응답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러한 IT환경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비용(OPEX, 

C A P E X )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며, H i g h 

Performance Platform에 대한 기본 요구이기도 하다.

 

Superfast Engineered System – Exalogic 

Oracle이 Sun Microsystems를 인수하면서 가지게 된 

가장 큰 변화는 JAVA에 대한 ownership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전세계 IT업체 중에서 Oracle보다 더 JAVA, 

OS (Unix, Linux), Server, Storage에 대한 이해를 잘 하

고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 특히 JAVA에 대해서 말

이다. 

위에서 서술한 IT환경 변화에 맞는 서버를 만들 수 없

을까에 대한 Oracle의 대답이 바로 Exalogic이다.

아래의 내용은 Oracle의 Development 담당 VP
인 Adam Messinger가 ZDNet에 “Secret Sauce for 

Exalogic”으로 interview한 내용이다. 

Messinger는 처음에는 이 통합된 appliance가 큰 가치

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에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것을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실제

로 얼마나 큰 성능의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우

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나올 

때 얼마나 크게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

했다. 우리가 생각한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아주 큰 성능

의 향상을 가져 왔는데, 이는 각 layer들 간의 마찰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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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ast 

Engineered System

저자 -  길용호 상무, 한국오라클 Fusion Middleware 사업부 ( yongho.gil@oracle.com )

Low Latency Computing이라고 것을 많은 사용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현재 IT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3-tier 혹은 n-tier구조에서 주는 응답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응답시간을 뜻하는것으로,  

흔히 scale-out이라는 방식의 서버추가만으로는 이 요구사항을 맞출 수는 없다. 

빠른 응답시간과 함께 유연성, 안정성까지 요구하는 것이 현재 고객들의 요구이고, 이것을 수용가능한 

방법은 Server(H/W)와 Network, Firmware, S/W까지 미리 Tuning을 하여서 사전에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시스템만이 이 요구를 맞출 수 있다. 이것이 바로 Exalogi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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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A

CLE KO
REA

 M
A

G
A

ZIN
E

Cover Story
Superfast Engineered System

044
A

utum
n   2011



 위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HPC 환경에서는 이제 

InfiniBand가 대세가 되었다. 10GbE보다 InfiniBand
가 응답속도(latency)가 훨씬 빠르며, CPU 자원의 사

용율도 훨씬 낮기 때문이다.

 아래는 Intel 서버를 InfiniBand로 연결하고, 10GB 

InfiniBand로 연결했을 때의 성능을 간략히 그린 것이다.

값비싼 고성능의 서버보다, 적당한 comput ing 

power를 가지는 서버들을 InfiniBand로 연결하고, 

InfiniBand의 SDP, RDMA와 같은 Protocol을 사용

했을 때, CPU overhead는 낮추고 성능은 높여서, 

Response Time을 훨씬 빠르게 가져올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네트웍의 폭주 후, 

recovery시에도 InfiniBand는 TCP/IP에 비해 많은 효

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logic’s Secret Sauce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라클이 만든 메인프레임이라

고 얘기할 수 있는 Exalogic의 성능의 비밀은 앞에서 언

급한 HW와 각 stack간의 최적의 연동이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Exalogic Elastic Cloud Software라는 이름으로 

정리 되어 있다.

1. Network IO is Critical

최근의 거의 모든 Application은 n-Tier형태로 구

성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 Network의 성능이 실제 

Application의 성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에 Exalogic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InfiniBand를 

활용하여 Network을 최적화하였으며, OS와 JVM, 

Weblogic의 사전 tuning을 통해 기본 제공되는 Native 

SDP보다 Exalogic 내에 사용되는 SDP는 5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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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능의 최적화를 통하여 가능했다. OS내의 kernel 

parameter들을 조정하고, VM내에 있는 값들도 tuning
하고, WebLogic내의 관련된 line도 tuning하여 수천 %

의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다.” 

Messinger가 설명한 대로, Exabyte’s의 훌륭한 성능 

뒤에는 숨겨진 secret sauce가 있다. 그것은 고성능 

computing과 Enterprise Data Center에서 Switched 

Fabr ic  Communicat ion Link로 사용되고 있는 

infiniBand 그 자체가 아니라, InfiniBand를 어떻게 활

용했는가이다.  

InfiniBand를 Ethernet과 혼동하지 말라고 Messinger
는 얘기한다. 

HPC 시장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사용되어 이제

는 기술 성숙도가 최고에 있는 InfiniBand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서버와 Storage를 묶어내고, 이 InfiniBand가 

제공하는 SDP, RDMA와 같이 kernel을 bypassing하여 

기본적으로 OS, network overhead를 없애주는 기술을 

WAS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Weblogic과 OS, JVM
등을 잘 tuning 한  Appliance를 만들고, 또 실환경에서 

고객들이 Business Application을 Deploy 하면서 겪게 

되는 Tuning에 대한 부분을 미리 Well-Tune 된 상태로 

출시하여 고객은 Application만 준비하면 그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Time-to-market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된, 말 그대로의 Superfast system이 Exalogic이다.

  

Infiniband 

IT환경변화에서 요구되어 지고 있는 Low Latency 

Computing에 대한 해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인피니

밴드이다. 

인피니밴드는 원래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switched 

fabric communication link로 design 된 것이며, 처음 설

계 시부터 아래의 기본적인 이점을 가지도록 설계가 된 

것이다.

¤  High throughput

¤  Low latency

¤  Quality of service

¤  Failover

¤  Scalability

¤  Reliable transport
 

InfiniBand는 Intel, Microsoft, Sun Microsystems에 의

해 개발된 Next Generation I/O 와 Compaq, IBM, HP
에 의해 개발된 Future I/O라는 설계 등 두 가지의 구조 

설계가 합쳐진 결과로 탄생하였다. 

이제는 In f in iBand의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기

존 Ethernet환경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InfiniBand의 기술을 활용한 서버와 Storage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On the latest TOP500 list, there is exactly one 10 GigE 

deployment, compared to 181 InfiniBand-connected 

systems.” -Michael Feldman, HPCwir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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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logic Log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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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10Gbe 1Gbe

Management 
Network

<그림 2>  interconnect Types on Top 500

Gigabit Ethernet

Infiniband

Others
Cray Interconnect

Myrinet
Proprietary

<표 1>  interconnect Types on Top 500

Metric / Technology Gb Ethernet 10 Gb Ethernet Manage Manage InfiniBand Qdr

Bandwidth 1 Gps 10 Gbps 8 Gbps (4x)a
24 Gbps (12X)

16 Gbps (4x)
48 Gbps (12X)

32 Gbps (4X)
96 Gbps (12X)

Latency (MPi 
ping) 30s of us 10s of us 1.8 ㎲ 1.6 ㎲ 1.2㎲

Overhead 80 percent 80 percent 4 percent 3 percent 3 percent

N/2 ~8,000 Bytes ~8,000 Bytes 512 Bytes 256 Bytes 256 Bytes

a.infiniBand employs 8-bit/10-bit DC-balanced encoding at the wire that accounts for a 20-percent overhead. As a 
result, the 4X SDR baud rate is 10 Gbps while the actual data rate is 8 Gbps. N/2 numbers courtesy of Mellanox.

<그림 7>  Fusion Middleware & Oracl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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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CP/iP recovery for congestion events Courtesy of Obsidia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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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IP recovery for congestion events
Courtesy of Obsidia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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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op 500 interconnects 20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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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nterconnect Types on Top 500

Figure 1:Emulating SMP Architecture with Infini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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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nterconnect Types on Top 500

Figures 2,3,4 provide a quick comparison of Infiniband to TC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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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andwidth 
InfiniBand(SDP) vs. TCP/IP

Figure 3: Latency 
InfiniBand (SDP) vs. TCP/IP

Figure 4: CPU Overhead 
InfiniBand (SDP) vs. TCP/IP



3. JAVA(JVM)과 Weblogic,

-.Weblogic과 JAVA의 IO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Tuning
-.Scatter/gather IO with InfiniBand
-.세션복제시 Exalogic을 위한 멀티 코어 스케줄링 알

고리즘 최적화 

-.병렬처리 muxer에 의한 lock contention 감소 

4. GRID Link for RAC

-.SQLNet over native InfiniBand protocol(SDP) 사용

으로 JDBC 성능 극대화

-.RAC노드들에 대한 동적 부하 분산(RCLB) 

-.RAC노드상황에 따른 Instant load balancing과 

failover 

5. Self Tuning Thread Pool

-.HW프로세서 코어를 감지하는 Thread Pool
-.2프로세서 x 6 코어 x 2 하이퍼 스레드/코어 = 24 하드

웨어 스레드 

-.변화하는 부하에 동적으로 조절 

-.일정 주기로 24개 스레드로 최적화 

 

<그림 13>  uDAPL Optimization Timeline

결론 

차세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예를 들면, Elas t i c 

Capacity는 성능, 안정성에 기반한 새로운 인프라스트

럭쳐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웹기반, 서버기반, 

데이타중심, 프러세스 중심, 이기종환경에 대한 부하 

분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하드웨드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성능, 안정

성, 확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만들어 나

가야 하는데, 나중에 tunning까지 모두 되어 있는 시스

템, 이를 Engineered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오라클의 Exalogic Elastic Cloud는 전세계 최초로 통합

된 미들웨어 머신으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

여,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장비이다.

애플리케이션을 Exalogic에 통합하게 됨으로써, 고

객의 미션 크리티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으

며, 안정성과 확장성은 물론이고, 자바 애플리케이션

의 성능을 최고 14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고객의 

Deployment 시간을 최고 95%까지 줄여줄 수 있으며, 

Deployment Cost를 최고 60%까지 줄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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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iminate Buffer Copy

서버에서 서버로 Network을 통해 Data를 주고받을 때, 

TCP/IP on Ethernet인 경우, OS의 Buffer를 경유하게 

되며, 이때 최소 3번의 buffer copy가 일어난다. 이것

은 사용자 Application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며, 또한 

Database의 RAC 혹은 WAS의 Cluster 구성에서 sync
를 위한 heartbeat에도 적용이 되어, overhead가 된다.

그러나 InfiniBand의 RDMA를 적용하게 되면, Kernel
을 bypassing하게 됨으로써 부하를 줄일 수 있다.

SDP를 사용하는 경우는 Kernel을 bypassing하여 

Overhead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Exalogic 뿐만 아니라 이미 ExaData에도 

적용되어 이미 성능을 검증 받은 바 있다.

Oracle은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2000년 초부터 내부에 

적용시켜 왔으며, 이러한 결실로 ExaData내에 이미 이

런 기술을 활용하여 Database에서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성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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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Why SDP for OracleNet & uDAPL for RAC?

Why SDP for OracleNet & uDAPL for RAC?

•  RAC iPC
- Message based
- Latency sensitive
- Mixture of previous APis
            � use of uDAPL

•  OracleNet
- Streams based
- Bandwidth intensive
- Previously written to sockets
            � use of Sockets Direct Protocol APi

uDAPL Optimization Timeline

<그림 10>  Kernel Bypass

Kernel Bypass
Kernel Bypass Model 

<그림 11>  APis and Performance

APIs and Performance

<그림 14>  Oracle’s “Secret Sauce” Unique software optimizations across stack

<그림 8>  Copy on Receive

Copy on Receive

Data traverses bus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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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emory

Server (Host)

April-August 2003: Gathering OAST and industry standard 
workload performance metrics. Fine tuning and optimization at 
skgxp, uDAPL and iB layers

Dec 2002: Oracle interconnect performance released, showing 
improvements in bandwidth (3x), latency(10x) and cpu 
reduction (3x)

Jan 2003: added Topspin CM for improved scaling of number of 
connections and reduced setup times

Feb 2003: Cache Block Updates show fourfold performance 
improvement in 4-node RAC

Sept 2002: uDAPL functional with 6Gb/s throughput

<그림 9>  With RDMA and OS Bypass

System Memory

Server (Host)

in
te

rc
on

ne
ctData traverses bus once,

saving CPU and memory cycles

With RDMA and OS Byp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