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Engineered System의 경

우, 공장에서 이미 성능 테스트와 개선 작업을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고객의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의 IT 환경과 Engineered System을 비교하면 배치 

기간 단축, 낮아진 총 소유 비용, 향상된 성능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고객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장점은 

진정한 “One-Stop Support”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더이상 여러 Vendor간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Engineered System의 가

치는 구축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IT 환경 구축을 위한 모든 구성 요소를 고객이 직접 구

매하여 하나하나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머신

을 구매함으로써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환경 구성

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

상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 업무 부하 증가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1. Engineered System과 Exalogic Elastic Cloud

작년부터 아이폰이 촉발한 스마튼 폰 혁명으로 일반화

된 아이패드, 아이패드2와 Cisco Switch의 공통점은 무

엇일까?

하나의 Vendor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일체

형으로 per-built, pre-tuning, pre-test하여 고객에게 제

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품은 고객이 별도의 설치 

작업이나 성능개선 작업 없이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Engineered 

System이라고 칭한다. 

기존의 IT 환경과 Engineered System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다.

기존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시 H/W, S/W 분리 발주를 

통해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를 구해 

후 장비가 도입되기를 기다린 후 하드웨어 설치, 네트

워크 설정, 스토리지 할당 작업 이후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 설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에 몇 번의 성능 테스

트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 개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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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iT 환경 – D.i.Y 플랫폼

<그림 2>  Engineered System

<그림 3>  기존 iT 환경과 오라클이 지향하는 Engineered System간의 비교

• 노동/비용 집약적인 통합

• 높은 유지 보수 비용

• 복잡하고 위험한 업그레이드 절차

• 개별적인 서비스와 지원 체계

• 끊임없는 설정 변경

• 계획되지 않은 운용 중단 상황

• 보다 혁신적인 구조

• 향상된 성능, 신뢰성, 보안 제공

• 배치 기간 단축

• 단순하고 쉬워진 관리와 업그레이드

• 낮아진 총 소유비용(TCO)
• 변경 관리 리스크 감소

• One-stop support

전형적인 IT인프라

Oracle

<그림 4>  Engineered System이 제공하는 가치

100’s of Components
1000’s of Hours

1 Machine
1 Day

�
�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사전 설치, 튜닝, 테스트 후 제공되는 Engineered System인 Exalogic Elastic 

Cloud는 기존 프로젝트 수행 시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시스템 환경 구성을 위한 고객의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xalogic 기반으로 동작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기존 IT 운영 환경을 통합하여 관리 대상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가 

감소하고, 상면 비용과 전력 사용량 감소 등과 같은 DataCenter 운영 비용 감소, 관리 대상 장비의 

감소로 인한 관리/유지보수 감소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계획/비계획 휴지 감소로 인한 Risk가 감소되어 

전체적인 TCO가 절감된다



이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한다. 그 결과 고성능, 

Fault Tolerant한 컴퓨터 노드를 제공한다.

X4170 M2는 최대 144GB까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

지만 96GB이상 메모리를 확장하는 경우 메모리의 클

럭 속도가 1333 MHz에서 800MHz로 40%감소하는 

현상 때문에 코어 당 8GB만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다.

2.2) 스토리지

높은 수준의 확장성과 고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엑

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Exalogic Elastic Cloud)는 

7320 Z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한다.

개별 Compute node에 있는 SSD는 운영체제만 설치되

고, 엑사로직에 설치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로그

파일, 설치를 위한 바이너리 파일은 모두 7320 ZFS 스

토리지 어플라이언스에 저장된다.

Compute node와 스토리지는 인피니밴드(InfiniBand)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지에 접근한다.

마운팅을 통해 개별 Compute node에 대한 back-up을 

할 필요 없이, 장애가 발생한 노드에 마운트되어 있는 

파티션을 정상 동작하는 Compute node에 마운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7320은 다양한 프로토콜(NFS v2/v3/v4, CIFS, HTTP, 

WebDAV, FTP/ SFTP/ FTPS)을 지원하지만 IPoIB 

(Internet Protocol over Infiniband)기반의 NFS 사용을 

권장한다.

엑사로직 내부의 7320 어플라이언스는 고가용성과 복

제 목적으로 20개의 2TB 하드 디스크로 구성된다. 전

형적으로 2개의 2TB 하드 디스크는 드라이브 장애에 

대비한 ‘hot’ 스페어로 사용된다. hot 스페어를 제외한 

18개의 디스크가 RAID1으로 구성되어 Useable 18TB
를 사용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 장애 시 스토리지 레벨에서 자동으로 re-

partitioning을 통해 서비스를 복구한다.

[그림 9]는 7320 ZFS 스토리 어플라이언스를 보여준다. 2
개의 스토리지 헤드(컨트롤러)에는 ‘Readzilla’라고 불리는 

2TB의 고성능 읽기 캐시를 제공한다. 또한 ‘Logzilla’로 불

리는 72GB의 고성능 쓰기 캐시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대

기 시간으로 디스크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2.3) 네트워크

지난 몇 년 동안, 클럭 속도 측면에서 눈에 띄게 성능이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높은 밀도의 코어 카운트

를 통해, 보다 높은 워크로드를 제공할 수 있다. 높은 

밀도 코어 카운트의 의미는 각 프로세서가 더 많은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각의 컴퓨트 노드는 원격 메서드 호출, 파일 

전송 및 데이터베이스 상호 작용의 형태로 점점 커지고 

있는 네트워크 리소스 계산이 요구된다. 네트워크는 처

리량 및 지연 시간의 관점에서 쉽게 병목이 될 수 있다. 

고성능의 시스템을 위한 기초인 고성능의 네트워크는 

오늘날 높은 코어 카운트 프로세서의 고성능 시스템 구

축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엑사로직(Exalogic)과 

엑사데이타(Exadata)는 인피니밴드(InfiniBand)를 기

반으로 개발되었다. 10Gb/s 이더넷 네트워크인 인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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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ngineered System의 장점을 적용한 세계 최초

의 미들티어 제품이 바로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Exalogic Elastic Cloud)이다.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Exalogic Elastic Cloud)
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엔지

니어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 통합 미들웨어 머신이다. 

오라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Exalogic Elastic 

Cloud) 시스템에서 운영 시스템이나 임베디드 펌웨

어인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디바이스들과 긴밀하게 통

합 되어 있다. 오라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Exalogic Elastic Cloud)는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위

해 디자인 되었으며,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커다란 

성능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의 주된 근거는 아래와 같은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다.

■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 제공.

■ 응답 시간이 매우 낮은 대용량 메모리 제공.

■  모든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가 큰 대역폭과 낮은 응

답시간을 가지는 Infiniband.

■  고출력, 짧은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공유 스토리지 

또한 Infiniband에 직접 연결.

■  사전에 설정되고 최적화된 오라클 Solaris와 오라클 

Linux 제공.

■  향상된 다중 코어 처리, 인피니밴드 네트워킹, 오라

클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능을 지원하는 엑사로직 엘

라스틱 소프트웨어 제공.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Exalogic Elastic Cloud)
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Exalogic Elastic Cloud)의 

구성요소 중 첫 번째로 하드웨어 구성요소부터 알아보

도록 하자.

 

2. Exalogic Elastic Cloud의 Components : H/W

엑사로직 엔지니어와 관련 스태프들은 미들웨어 타입 

배포를 위한 최적에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다양한 범위

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계 목표를 가지고 제품을 설계하였다.

 2.1) Compute node

엑사로직의 컴퓨트 노드(Compute Node)는 Intel Xeon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듀얼 소캣 5600 Westmare 시리

즈 렉인 X4170 M2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

서는 6개의 코어로 각 컴퓨트 노드는 총 12 코어, 24개 

하이퍼 쓰레드를 제공한다.

X4170 M2는 12개의 8GB인 DIMM(듀얼 인라인 메

모리 모듈)과 이중화 된 팬과 전원 공급 장치, RAID 

1로 구성된, 두개의 32기가바이트 SSD(솔리드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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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목표 의미

Density
높은 성능의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미들웨어와의 통합에 필요한 필수적인 높은 

레벨의 Compute density가 제공되는 아키텍처 시스템

State 

of the art
모든 컴포넌트 분야에서 썬과 오라클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발전된 기술사용

Balance
소비전력, 스토리지, 컴퓨트, 비용, 서비스 가용성 등에서 균형 있게 디자인.

다양한 타입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관련 시스템 설계 요소의 균형 잡힌 설계

Serviceability

Fault Tolerant한 시스템을 제공. 

다운 타임 없이 교환 가능한 하드웨어 컴포넌트 선택

사건 Base (Event-driven, Event processing)

High 

performance 

networking

인피니 밴드(infiniband)는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호스트 CPU의 성능 향

상과 고성능 네트워크를 제공.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Exalogic 

Elastic Cloud) 성능 향상의 핵심기술

performance 이기종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으로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

<표 1>   

<그림 5>  Exalogic Elastic Cloud가 제공하는 가치

초고속 
네트워크

Engineered 
System

배치
기간 
90%

성능
10배

TCO 
60%

최신 
아키텍처

<그림 6>  Exalogic Elastic Cloud의 구성 요소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Applications

WebLogic 
Server

JRockit and HotSpot

Exalogic Elastic Cloud X2-2

Exalogic Elastic Cloud Software
Performance and Management Optimizations

Factory Assembled and Installed Installed on Premises

Linux Solaris

Coherence
Tuxedo

Enterprise M
anager

<그림 9> 7320 Z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Processors (2)
(Active and Standby)

18 GB Solid State 
Write Cache (4)

2 TB Hard Disk 
Drive (2)

512 GB Solid State 
Read Cache (4 each)

 Solid State 
Boot Disks (2 each)

<그림 8>  Compute node X4170 M2 후면

Redundant Power 
Supply (2)

Serial 
Management Port

PCI Express
 2.0 Slot (3)

InfiniBand 
Port (2)

Status LEDs 100 Mb Ethernet 
Management NIC

1 Gb Network Interface 
Card (NICs) (4)

USB (2

Video

<그림 7>  Compute node X4170 M2 전면

32 GB SATA Solid 
State Disk (2)

Power 
Button

Power LED Empty (6) Fault LEDs

USB (2)



 3. Exalogic Elastic Cloud의 Components : S/W

오라클의 최근 퓨전 미들웨어 제품들과 엑사로직 엘라

스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만이 엑사로

직 시스템에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향상된 소

프트웨어와 새로운 기술은 최신 11gR1 버전의 퓨전 미

들웨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향상된 소프트웨어

는 오직 엑사로직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엑사로

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특정한 버전

의 오라클 리눅스와 오라클 솔라리스에서만 지원된다.

3.1) 향상된 확장성, 처리량, 응답 시간

요청 처리와 쓰레드 관리 메커니즘 향상에 의한 웹로직 

서버의 기능 개선은 인피니 밴드 기반의 초고속 네트워

크를 통해 엑사로직 전체 컴포넌트에 연결되어 멀티 코

어의 Compute node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게 한다. JVM
과 운영체제의 지원을 받는 웹로직 서버는, 병렬로 더 많

은 요청을 처리하고 더 적은 스레드 락, 다른 컴퓨트 노

드에서 동작하는 다른 웹로직 서버 인스턴스 간에 발생

하는 통신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응답 생성 시, 웹로

직 서버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부담을 줄

이고, 시스템 레이어 사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데이터 복

사의 양을 줄이기 위해 JVM과 함께 작동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동시에 각 개별 요청에 응답으로 발

생하는 시간을 줄이며 더 많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개별 

웹로직 서버가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Weblogic Server : 보다 효율적인 쓰레드 사용과 향상된 

throughput을 위한 Java NIO 기반의 “parallel muxer” 

사용

새로운 “parallel muxer”는 요청 처리를 위해 향상된 

non-blocking 메커니즘과 3개의 서로 다른 오픈 소켓

을 유지할 수 있는 복수개의 Java NIO 채널 selector를 

사용, lock contention을 줄여 준다. 이로 인해 보다 적

은 쓰레드로 보다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쓰레드 

경합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context switching양

을 줄여준다.

최적화된 작업 스케줄러: 웹로직 서버의 자동 튜닝 쓰

레드 풀의 사이즈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Increment 

Advisor의 기능향상

Increment Advisor는 필요 시 매초단위 기준으로, 호스

트 머신의 하드웨어 쓰레드 숫자에 의해 풀링된 쓰레드 

숫자를 증가시킨다. 기존의 경우 향상의 한 개의 쓰레

드를 증가시켰지만, 엑사로직의 경우 한번 24개의 쓰

레드를 증가시킨다. (12 core, hyper-threading 사용) 이

것은 Peak 부하 상태에서 요청 처리 시 풀링된 쓰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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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QDR(Quad Data Rate)는 고성능 네트워크 인프

라로서 인피니밴드의 장점을 보여준다. 원시 네트워크 

성능 및 대기 시간 감소 외에도, compute node는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

은 사이클을 실행할 수 있고, TCP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네이티브 인피니밴드 

SDP(Socket Direct Protocol)을 활용할 수 없지만 엑사

로직은 OFED 스택인 인피니 밴드(IPoIB)를 통해 인

터넷 프로토콜로 알려진 IP와 호환되는 환경을 제공하

여 전달한다. 컴퓨트 노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은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른 컴퓨트 노

드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한다. Exalogic 머신은 모든 

Compute node와 ZFS Storage 7320 어플라이언스 연

결용으로 사용되는 Infiniband Gateway 스위치 최소 2
개를 포함하고 있다.

 

2.4) 인피니밴드 스위치

엑사로직에서 인피니밴드 게이트웨이 스위치는 컴퓨

트 노드와 공유 스토리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

케이션 클러스터를 위해 공유되고, 높은 속도의 네트워

크 환경을 제공한다.

Infiniband Gateway Switch는 표준 1U의 데이터 센터의 

폼 팩터, 32개의 40GB 인피니밴드 포트, 8개의 10Gb 이

더넷 포트, 그리고 Sun ILOM 관리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엑사로직의 Infiniband Fabric은 논리적으로 격리

된 네트워크 생성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QoS(Quality 

of Servic)기능도 지원한다. 엑사로직 내부의 QDR 인피

니밴드는 초당 40Gb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스위치는 두 개의 이더넷 기능인 물리 포트가 있다. 이

러한 포트가 8개의 10GB 이더넷 연결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오라클은 하나의 QSFP (Quad Small Form 

Pluggable)를 4개의 광섬유 LC 커넥터에 포트로 전환

하는 “splitter” 케이블을 제공하며 QSFP 트랜시버는 

스위치에 있는 “splitter”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5) 운영체제

엑사로직은 오라클 리눅스나 오라클 솔라리스 운영 체

제를 지원한다. 솔라리스는 현재 최고의 운영체제인 유

닉스 운영 체제이며, 오라클은 오라클 리눅스에 지속

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엑사로직은 오라클 리눅스 5와 

솔라리스 11 애플리케이션과 100% 호환된다. 특히 해

당 OS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엑사로직에 

대한 특별한 인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릴리즈에 대한 오라클 리눅스와 솔라리스에 인증을 받

은 모든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은 엑사로직에서 구동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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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nfiniband Gateway Switch 후면과 전면 모습

Ethernet 
Management Port (2) REAR

FRONT

Redundant Power 
Supply (2)

Redundant Fans 
(3, max 5)

InfiniBand Port (32) Unused port (2)

Ethernet Port (8)
Four over each IB port

<그림 11>  오라클 리눅스의 성능과 안정성

redhat

Kernel 2.6.18

M2 infiniBand 성능 12배 향상

부하 처리량 60% 향상

iPoiB 성능 60% 향상

Latency 50% 감소

H/W Error 사전 감지/로깅 ->장애 파급 차단

문제가 발생한 CPU/메모리 자동 격리

시스템 크래쉬 방지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시작속도

성능 안정성

Kernel 2.6.32SDP, iPoiB. 
OFED Stack (1.5.1)

<그림 12>  오라클 솔라리스의 안정성

Solaris 11

자가 치유 기능 
(Predictive Self-Healing)

부팅환경기능 
(Booting Environment)

안정적인 모니터링툴 
(Oracle Solaris Dtrace)

손쉬운 패키지관리 
(image Package System)

•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진
단, 격리, 재가동하도록 하여 다운타
임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
니다.

• 스냅샵기능을 통해 여러개의 부팅환
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장애시 손쉬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이 기능은 운영체제의 안정성과 업그
레이드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 패키지 설치, 업그레이드, 삭제가 네
트워크 저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항상 유지하
도록 합니다.

•  패온라인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단하
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고객 사이트 
5만개 이상

개발/테스트 
2천만/6천만 시간

테스트 항목 
5천 6백만개

11,000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지원

<그림 13>  Exalogic Elastic Cloud의 제공하는 기능 개선 사항

Exalogic
 Elastic Cloud 

Software

향상된 확장성, 
처리량, 응답시간

강화된 Oracle 
RAC 연결 기능

탁월한 세션 
복제 성능

응답 시간 감소

     

<그림 14>  Parrallel muxer for WebLogic inter-Proce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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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elf Tuning WebLogic Thread Pool

WebLogic Server

Exalogic x4170 Compute Node

X86 Dual Processor
6 Cores per Processor with HyperThreading

Priority Request Queue

Self Tuning WebLogic Thread Pool
Current Thread Count

Hotspot or JRockit

Operating System

Adjust by 24

Work 
Request

Work 
Request

Work 
Request



concurrent connection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세션 데

이터를 병렬로 ‘보조 서버’로 복제할 수 있다.

또한 Weblogic 서버는 일반적으로 ‘보조 서버’가 복제

된 세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세션 

처리 절차를 제거하였다. JVM의 도움으로 WebLogic 

서버는 Infiniband에서 가장 빠른 ‘native’ 프로토콜인 

Socket Direct Protocol (SDP)를 사용한다. SDP를 사

용하여 낮은 지연시간을 가지고 세션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stateful 웹 애플리케이션

이 필요로 하는 고가용성과 빠른 사용자 요청처리가 가

능하다.

 

WebLogic Server

웹로직 클러스터 내의 서버 간 동기화된 인-메모리 세

션 복제 시 여러 개의 복제 채널을 사용한다. HTTP 세

션을 저장하기 위해 ‘주 메모리’와 ‘보조 메모리’로 사

용되는 웹로직 인스턴스 간에는 각각 쌍으로 다수의 소

켓 연결이 존재한다. 엑사로직의 경우, 두 웹로직 서버

간의 통신은 한 쌍의 RJVM(Remote JVM)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RJVM처럼 동작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버 소켓이 존재하는 경우 받는 서버 쪽에서 

발생하는 소켓 처리를 위한 lock contention이 줄어든

다. 즉 병렬 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동시에 보다 많은 세

션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주 서버’로 

보내지는 사용자 요청-응답 처리 시간의 향상과 처리

량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복제 서버’의 세션 데이터는 필요한 시점에 De-

serialization된다. (일명 Lazy De-Serialization)

대개의 경우 복제된 세션 데이터는 복제 서버에서 실

제로 필요로 하다기 보다는 연속적인 업데이트를 통

해 반복적으로 복제된다. 일반 시스템의 경우, 웹로직 

서버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제 서버 Heap 메모

리 내부에 복제된 세션 데이터의 자바 객체를 항상 De-

serialize한다. 하지만 엑사로직의 경우 이 부분을 개선

하여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De-serialization 절차를 회

피하여 복제 서버의 Heap, CPU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개

비지 컬렉션 발생 빈도를 낮추었다. 만약 Failover가 발

생하게 되면, 복제 서버의 서블릿 컨데이터는 요청에 

따라 가장 최근의 세션 데이터를 De-serialize할 수 있

다.

서버 간 세션 데이터 복제 시에는 Socket  Direct 

Protocol(SDP)를 사용한다. 운영 체제 상의 TCP/IP 스

택을 사용하지 않고 SDP를 사용하여 HTTP 세션 데이

터가 크면 클수록 향상된 응답 속도를 제공한다. 

 

Java 가상 머신

JVM 레벨에서 Infiniband 네이티브 네트워크 프로토

콜인 Socket Direct Protocol(SDP)의 implementation
을 제공하고 JVM 기반 오라클 솔루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SDP 프로토콜을 위한 Java API도 제공

한다. SDP는 Infiniband의 Remote Direct Memory 

Access(RDMA)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 사용되

는 매우 효율적인 스트림 소켓 기반의 유선 프로토콜이

다. RDMA 기능을 사용하여 각각의 컴퓨트 노드 프로

세서에 최소한의 영향만 주고 하나의 컴퓨트 노드에서 

다른 컴퓨트 노드의 메모리로 쓰기작업을 할 수 있다. 

SDP 사용을 통해 세션 복제 시 높은 처리량과 낮은 응

답시간이 보장되며, 컴퓨트 노드 CPU는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free 사이클이 늘어난다.

 

오라클 리눅스와 오라클 솔라리스

웹로직 서버와 JVM에서 SDP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

한 Infiniband 패브릭 상의 서로 다른 Compute node간 

효율적으로 보다 작고, 큰 패킷을 전송할 수 있게 보다 

큰 Message Transmission Unit(MTU)를 사용한다. (대

부분의 경우 1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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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호스트 머신에서 가용한 Core 숫자 사이에 최적화

된 균형 상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만든다.

데이터 버퍼 복사 감소

웹로직 서버는 데이터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바이트 

버퍼(byte buffer)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전 버전에서 웹로직 서브-시스템 레이어 간에 패스하

기 위해 데이터 배열을 사용했던 것에 반해 이 변경된 

버퍼는 바이트 버퍼를 사용하며 이는 웹로직 서브-시

스템 레이어 간에 공유된다. 이 서브 시스템 레이어는 

WebLogic JSP 컴파일러, WebLogic 서블릿 컨테이너 

그리고 WebLogic 코어 시스템을 포함한다. 바이트 버

퍼는 Heap 기반 (non-direct Java NIO ByteBuffer)이며, 

4k 덩어리(chunk)로 JVM Heap 메모리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의 결과, 요청/응답 처리 시 생성되는 

객체의 숫자와 Heap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가비지 

컬렉션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Java 가상 머신

웹로직과 JVM간에 Vectored I/O 패턴(Scatter/Getter 

I/O) 사용으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낼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Java NIO 기반 네트워크 API 

요청을 JVM이 받게 되면, JVM Heap 메모리에 흩어져 

있는(scattered) 바이트 버퍼 덩어리(chunk)를 모으는

(gather) 작업을 수행하여 하나의 Heap 기반 non-direct 

바이트 버퍼에 복사를 한다. 이후 JVM은 효율적인 단

일 네트워크 호출로 운영 시스템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JVM은 네트워크 I/O call 전 lifetime에 걸쳐 Heap 상

에 신규 생성된 단일 바이트 버퍼의 메모리 주소 위치

를 고정한다. 이것은 추가적인 데이터 복사를 방지한

다. 일반적으로 힙에 있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보장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 복사본를 만드는 것은 필수

적이다. 이러한 작업이 없다면,  JVM프로시저는 가비

지 컬렉션과 같이 힙에 다른 메모리 주소로 객체를 계

속적으로 옮겨야 한다.

 

오라클 리눅스와 오라클 솔라리스

컴퓨트 노드를 위한 인피니 밴드 네트워크 기본 

IPoIB 설정은 일반적인 이더넷 네트워크보다 MTU 

(Maximum Transmission Unit)값이 높게 설정되어있

으며, 엑사로직에서는 64k로 설정되어 있다. 엑사로직 

내부의 단일 IPoIB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패 사이즈에 

대해, 훨씬 높은 최고의 값을 가진다. 이로 인해 웹로직 

서버 인스턴스 간에 좀 더 적고, 작은 패킷으로 효율적

인 전송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런 최적화는 서버 간 

큰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 더 효율적이다. 이기종 네

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패킷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작은 MTU값(이더넷의 경우 1.5K)을 사용한다.

3.2) 탁월한 세션 복제 성능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의해 관

리되는 ‘세션 객체’(일명 HTTP 세션)를 사용하여 최

종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추적한다. 서버 장애 시 사용

자 세션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WebLogic서버

는 고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세션 데이터가 변경

될 때 마다 자동으로 클러스터 내의 ‘주 서버’에서 ‘보

조 서버’로 세션 테이터를 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션 데이터 복제 절차는 다량의 사용자 데이터가 개별 

세션에 저장되는 경우 성능상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엑사로직의 경우, 서버 간 Inter-Process 통신이 가능

한 대용량 I/O 대역폭(Infiniband 40Gb/s)을 활용하

여 복제 매커니즘을 향상시켰다. WebLogic 서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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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JVM이 제공하는 Scatter-Gather i/O

<그림 16> i/O 복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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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의 복사 감소

정적 바이트 배열 대신 바이트 버퍼 사용

임시 버퍼로 복사 대신 바이트 버퍼 사용

커널 레벨의 덩어리(Chunked) 스트림 대신 
바이트 버퍼 인식 가능한 스트림 사용

JVM은 복사 방지를 위해 Heap 상에 WLS 
버퍼를 피밍(Pinning)

사용자와 커널 공간 사이의 복사 감소

<그림 18> WebLogic inter-Proce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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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logic Inter-process Communication
WebLogic

WebLogic

WebLogic

WebLogic

SDP over infiniBand

TCP/iP over Ethernet

Faster Network
Fewer, Larger Messages

Slower network 
Lots of small Messages



3.5) 추가된 Elastic Cloud Software 기능들

위에서 언급되었던 기능들 외에 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Elastic Cloud Software에 추가되었다.

현재까지 제공되는 Exalogic Elastic Cloud Software의 

기능은 성능 향상, 환경 설정 지원, Health Check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Oracle 가상화 기술, 아마

존 EC2와 같은 셀프 서비스 API, Flash cache/RDMA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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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화된 Oracle RAC 연결 기능

‘Active GrideLink for RAC’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구성 요소가 엑사로직의 웹로직 서버에 추가되었다. 

‘Active GridLink for RAC’는 Oracle RAC 프로토콜들

을 웹로직 서버가 직접 접속하여 웹로직 서버와 Oracle 

RAC 데이터베이스간의 향상된 연결 기능을 제공한다. 

이 새로운 기술은 ‘Multi-Data Source’로 알려져 있는 

기존 웹로직 서버 기능을 대신한다. ‘Active GridLink 

for RAC’는 개별 RAC 노드의 현재 작업부하에 기반

한 지능적인 부하 부산, RAC 노드 장애 시 빠른 커넥션 

Failover 그리고 보다 향상된 RAC 노드 위치 관리 기능

을 제공한다. 또한, ‘Active GrideLink for RAC’는 엔터

프라이즈 자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단일 트랜잭션으

로 은닉된(encapsulated) 복수 개의 개별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 즉 글로벌 트랜잭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

리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엔터프라이즈 자바 애플리케

이션이 집중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포함하는 경우 

향상된 처리량과 보다 일정한 수준의 응답 시간과 함께 

높아진 수준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성능 향상 측

면 외에도, Active GridLink for RAC를 통해 웹로직 서

버 Data Source 설정 단순화, Oracle RAC 연결 시 설정 

변경 최소화 및 RAC 서비스 환경 변경 시 웹로직 서버 

설정 변경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웹로직 서버와 Oracle RAC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

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Active GridLink for Oracle 

RAC’ data source 기능은 Exalogic에서만 가능한 기

능으로, 기존 웹로직에서 사용되던 ‘Multi-Data-

Source’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ctive GridLink를 사용하면, 웹로직 서버가 Oracle 

Notification Service(ON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Fast Application Notification 이벤트를 구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웹로직 서버 커넥션 풀은 개별 RAC 노드 부

하에 기반한 실시간 부하 분산 결정을 한다. 가장 작업 

부하가 적은 노드로 데이터베이스 콜을 보낼 때, 평균 

사용자 요청/응답 시간이 줄어든다. 부가적으로 Active 

GridLink는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복원을 위해 빠르게 

데이터베이스 Failure를 감지하는 notification 이벤트

인 Fast Connection Failover(FCF)를 사용한다. 이 기능

은 또한 계획 휴지 시 RAC 노드를 추가 또는 삭제하여

도 Weblogic 커넥션 풀 설정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시스

템 관리 부하를 감소시켜 준다. 

동일한 글로벌 트랜잭션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는 경우, Active GridLink는 XA 트랜잭션 

Affinity를 사용,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련 호출을 동일

한 RAC node에서 처리하도록 고정시킨다.

이로 인하여 글로벌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RAC 노드에 

걸쳐 실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제거하고, 데

이터베이스 처리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사용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11gR2 이상인 

경우, Active GridLink for RAC는 단일 클라이언트 접

속 이름(Single Client Access Name, 일명 SCAN)을 사

용할 수 있다. SCAN을 사용하는 경우, 웹로직 커넥션 

풀 설정 시 단순한 JDBC URL로 정의할 수 있고, RAC 

노드 추가 또는 삭제 시에도 JDBC URL을 수정할 필

요가 없어진다.

 

3.4) 응답 지연 시간 감소

엑사로직 시스템이 엑사데이터 시스템과 연결되는 경

우, 인피니밴드, Active GridLink for RAC를 사용하여 

요청/응답 처리 시 낮은 지연 시간과 성능 향상을 가져

온다. 

 

Weblogic Server

Active GridLink for RAC는 Exadata상에 위치하는 

Oracle RAC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시에 IPoIB가 아닌 

SDP를 사용한다. SDP를 사용하여 향상된 응답 시간

을 기대할 수 있다.

Thin JDBC Driver

엑사로직 상의 오라클 Thin JDBC Drive는 SDP를 사

용할 수 있게 성능이 개선되었다. 이 기능은 Exadata가 

SDP 기반 접속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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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새로운 Exalogic Elasitc Cloud의 기능

•  Exalogic Configuration Utility   
• (Used to Configure the systems management and data center service 
network interfaces and subnets)

•  Exalogic Distributed Command Line Interface  
• (allows all command-line procedures to be executed on some or all of 
the Exalogic nodes simultaneously)

•  Exalogic Topology Verifier   
• (verifies the infiniBand topology of the system, ensuring that the 
correct topology is applied for each given system configuration: Quarter 
Rack, Half Rack, Full Rack)

•  Exalogic InfiniCheck   
• (verifies the correct operation of every infiniBand device and port on 
the fabric)

•  Exalogic Hardware & Firmware Profiler 
• (verifies that the hardware and firmware versions are correct and 
compatible)

•  Exalogic Software Profiler   
• (verifies that all of the RPMs installed verified and supported)

•  Exalogic Boot Order Manager  
• (allows compute nodes to be easily re-imaged via PXE booting or 
netwirk-mounted images)

<그림 19> Active GridLink for 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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