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여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접하는 DB의 아키텍처로 리스크를 높이는 것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어떠한 변경도 없이, 바로 

사용하면서도 성능과 안정성, 확장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오라클 Exadata를 사용하는 것이 최

소의 리스크를 가지는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2. 단순화

오라클 Exadata 상에서의 SAP를 운영한다는 것은, 간편

하게 준비된 SAP 번들 및 패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패치 번들은 매 분기별로 출시가 되면서 최신의 

기능들을 지원할 것이며, SAP사와 충분한 테스트 이후 

출시된다.

이는 개별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H/W 아키텍처 상에서, 

개별적으로 패치하고, 테스트 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간

단하며, 오류가 적다. 좋은 시스템은 좋은 성능과 더불

어,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뚜렷한 장점이 있어야 하며, 

Oracle은 이런 점을 충족하고 있다.

3. 표준화

Exadata는 오라클 11g R2를 사용하여 구성한 어플라이

언스 시스템이며, 이 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각각의 부품들은 리눅스와 X86 CPU를 기

반으로 하는 업계 표준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어플라이

언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만을 위한 특별한 하

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제품의 안정성과 호

환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표준화된 일

반적인 장비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4. 가용성

SAP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을 꼽으라

면 가용성을 들 수 있다. SAP가 기업의 중추적인 시스

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림 2]의 내용처럼 오라클 Exadata
는 RAC를 사용하여, 시스템 운영 중 DB 및 Cell Node
의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할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하며, 사용 중 시스템의 용량 확장이 발

생할 시에도, 전체 시스템 Down이 아닌 운영 중에 서비

스의 성능하락을 가져오지 않는 수준에서 Rebalancing
을 가능하게 한다. SAP를 운영하는 사이트는 최소한 

Rebalancing 때문에, 시스템을 멈추게 하거나, 전체 시

스템을 변경하게 하는 형태의 작업이 발생해서는 안되

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Exadata에 탑재 되어 

있다.

 

5. 관리편의성

Oracle은 현재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DB 중에서 최

고 수준의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M 기능을 사용

하여, OS, DB, Disk, Network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하나의 도구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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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된 지 15년이 넘

어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의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DB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

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따로 따로 산정해서, 조립

해서 사용해왔고, SAP가 운영되면서  조직이 증가하고, 

거래 건이 증가하고, 사용자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

로 ERP는 운영이 되면서 언제나 성능 저하의 문제에 시

달려 오게 되었다. 이러한 성능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DB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스토리지 증설 등의 하드

웨어 증설을 해도, 증설에 선형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

어 지지 않는 문제점이 늘 잔존해 있었다. 이와 함께, 데

이터 증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쿼리 및 튜닝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성능을 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조립된 시스템의 태생적인 문

제로, 버전의 차이 및 드라이버 지원여부, 각 구성 요소

별 패치 작업등으로 인해 잦은 에러와 장애를 일으켜 왔

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능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

제, 가용성 상의 문제 등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

안이 바로 오라클 Exadata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럼 Exadata의 어떠한 점들이 고객의 이러한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지 아래의 12가지 장점으

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고객이 Exadata를 

사용하면 좋아지는 

12가지 장점

저자 -  이동욱  컨설턴트, 한국오라클 Tech Sales Consulting (dongwook.lee@oracle.com)

1. 리스크 감소

Exadata는 기존의 장비와 다르게, 디스크, 서버, 네트웍 

등을 미리 구성하여 배송이 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DB서버와, InfiniBand 네트워크, 플래시 메모리, 자체 

OS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셀 등의 구성을 오라클 본

사에서 미리 구성하고 테스트해서 출시가 됨으로써, 원

천적으로 시스템 조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

한 상태로 출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Oracle과 SAP 
두 회사가 함께, 혹독한 환경에 대한 Exadata의 SAP 수

행 여부를 테스트 하여, 안정성과 호환성을 검증한바 

있다.

이와 함께, 기기적인 안정성과 함께 운영의 안정성을 추

가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전체 SAP고

객의 60%가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오라클

을 사용한 SAP에 대한 지원인력과 지식이 타 DB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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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01

<그림 1>  All in One 구성으로 Risk 를 최소화 한 Exadata 구성

<그림 2>  DB 서버의 장애에도 무중단으로 수행되는 RAC 기술

<그림 3>  Realtime SQ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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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Machine

Server

Network

Storage

One Time 
Service

DBMS

Complete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비롯한 하

나의 서비스 머신.
• 또한 DBMS, 스토리지 엔진, OS가 탑

재된 완전한 제품

Extreme Performance
• 업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

는 Oracle Rac 솔루션 탑체
• 각 Port별 40Gbps 

infiniband 대역폭
• 스토리지 인덱스를 통한 병렬 

쿼리 수행

Pre-configured
• 각 컴포넌트별 구성이 아닌 하나의 

Procedure를 통한 일관된 설치/재설치/
구성변경

• 사전에 완제품을 설치함으로써, 제품 구성 
및 설치, Deploy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서비스 전략 시행

Tested, Ready to Deploy
• 타 제품과 달리 Full-Component를 

Test 한 후 업무에 적용
• Plug in Power=>Connect 

to Network=>Ready to Run 
Database

• H/W, S/W 및 일관된 서비스 정
책을 하나의 벤더에서 제공받음으
로써 한번의 요청으로 완전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음



각 장치도 줄어들고, 전력사용량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

져 온다. 대규모 전산 센터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늘

어나는 서버 및 장비로 인한 부족한 전산 센터의 공간자

원에 대한 고민 역시 많은데, 그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7. 측정가능성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면 데이터가 증가되고, 프로그램

이 증가되며, 사용자가 증가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

스템 증설을 고려하게 된다. 시스템 증설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증설 후 성능 향상이 목적에 부합

하느냐, 증설작업 자체가 발생시키는 부하 및 위험이 얼

마나 되는가에 있다.

Exadata는 아래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노드 증설에 따

른 선형적인 성능 증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미 테스트 

된 정형화된 증설 구성으로 증설에 따른 위험부담이 거의 

없으며, 증설 시 발생하는 Rebalance 작업으로 인한 시스

템 중단 및 부하 상황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CPU, Storage, Network 등의 

시스템 자원이 비율로 증설됨으로써, 데이터 증가에 대한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증설 투자에 대한 성능 향상치를 예상 가능하게 하

며, 계획적인 증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영에 예측가

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최초 도입 시에는 필

요한 데이터양만을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시스템

을 증설해나가면서 사용하면, 비용을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고, 앞에서 설명한 Exadata의 특징처럼 쉽고 빠르

게 증설을 진행할 수 있다.

8. 성능

SAP를 Exadata에 설치했을 때 가지게 되는 가장 큰 효

용중의 하나는 바로 성능이다. Exadata는 OLTP 의 

Random IO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림 6]

과 같이 Rack 당 5 TB 의 Flash Cache를 탑재하였으며, 

이는 Random IO Query 에 대해서 고속의 쿼리 반응 속

도를 보장하며, SAP의 ECC 부분의 성능향상에 뛰어난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SAP 패키지 내부에서 생성되는 

모델링과 Index를 사용하는 형태의 쿼리에 최적화된 성

능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와 함께 대용량 쿼리를 위한 

Smart Scan 및 [그림 7]과 같이 Infiniband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SAP의 내부 Batch 작업의 효율을 증대시켜 

SAP OLTP 사용의 총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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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EM 에서 제공하는 SQL 모니터링 화면이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SQL과 수행 완료된 SQL 역시 나타

나며, 기본적인 SQL의 상태와 예상 소요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해당 화면을 통해 SQL의 세부 Plan을 볼 수 

있는 [그림 3-1] Active Report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Active Report 에서는 각 SQL의 상세 Plan과 각 Plan 별 

단계별 Cost 및 IO, Smart Scan, 읽어오는 Row 수, 각 단

계별 수행 예상 시간,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단계 등 튜닝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상세한 로그를 제공하고 있으

며, 장비 내 비정상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ASR(Automatic Service Request) 기능도 함

께 제공되어,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관리 편의성을 최대

화하고 있다.

6. 비용 효율성

SAP에 사용되던 기존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시멘트로 

지어진 집과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방의 갯수와 보일러 등을 만들

어 둔 집에서 갑자기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확장이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불

편하고, 비효율적이며, 판잣집이 늘어나는 형태로 비계

획적인 형태의 확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확장에 투

자한 금액만큼의 효용을 얻기가 힘들다. Exadata의 경

우는 확장을 염두에 둔 조립식 건물과 같다고 할 수 있

다. 처음에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구매를 한 후, 2층, 3
층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한 동, 두 동으로 확장하는데, 

각 동마다 터널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생활도 편리하

고 투입하는 비용만큼 효율이 좋아진다.

위의 비유와 같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아래에서는, 시스템의 가격대비 성능 비율과, 향후 확장

성 및 가용성, 관리 편의성 등이 과거보다 더 많이 필요

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뛰어난 대안이 Exadata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기존 Oracle 위에 SAP를 구동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 SAP 사용할 때 구매했던 오라클 라이센

스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Exadata를 구매하면

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Exadata Storage Server 

Software만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Exadata를 사용함

에 있어 발생하는 Software 라이센스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재사용은 

Exadata를 도입하는데 고객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플러스 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보면, 앞부분 관리 

측면 부분에서 설명을 했지만, Exadata는 뛰어난 관리

성과 사용편의성으로, 기존에 비해 튜닝부담이 많이 줄

었고, Index 생성을 기존 Oracle 보다 많이 줄일 수 있어

서, Storage 사용의 효율 면에서도 뛰어나다.

이와 함께 비압축, Advanced 압축(2~3배), HCC 

(Hybrid Columnar Compress)압축(평균 10 배), Archive 

압축(평균 15 배) 등 데이터의 사용빈도에 따른 다양한 

압축 형태를 지원하며, 데이터 수명 주기에 따라 이러한 

압축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게 되면 Storage 사용의 효율

성을 최대화 할 수 있어 Storage에 대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그 특유의 고성능으로 기존의 여러 대의 서버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한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 기존 서버의 

서버, 스토리지 등의 차지하는 상면을 줄이게 되고,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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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ctive Report 화면

<그림 5>  Exadata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 그래프

전통적인 시스템 확장 비용 증가

확장 비용 증가

$

2 DB Servers
3 Storages

4 DB Servers
7 Storages

Number of applications

8DB Servers
14 Storages

Exadata

<그림 4>  Node 증설에 따른 성능 증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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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lash Cache 탑재를 통한 Random i/O 개선

• Exadata는 고속의 대용량 Flash Cache를  
탑재하여 (Rack당 5TB)

• 대량의 OLTP Random i/O에 대한 고속 처리를  
수행합니다.



9. Intelligence

SAP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BI를 위해서 BW
를 구축한다. BI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고객들은 

BW외 DW를 추가적으로 구현한다. Exadata의 뛰어난 

성능은 SAP를 사용한 BW와 DW 모두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BI를 지원하게 된다.

BW는 향상된 정보수집과 Query 성능을 기반으로, 지

금까지 보다 더 빠른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DW의 경

우, BW에서 부족하게 여겨졌었고, 추가적으로 각 기업

사의 특징에 맞게 구현하고자 했던 업무를 결합하여 구

현이 가능하며, 아래 [그림 9]와 같이 실시간과 분석의 

요건을 적절히 섞어서 수행함으로써, 기간계 시스템의 

부하를 덜어주고, DW 시스템의 적시성을 높이며, 의사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

시간 +시계열 데이터로 복합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보

다 Intelligence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분석이 불가능하던, 대용량 데이터를 순식간

에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성능의 데이터마이닝의 

도입을 통해 Advanced Analytic 을 구현, 시장상황에 보

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BI 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10. 보안성

최근 들어 여러가지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

업의 보안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해도 그만 안해도 그

만인 부분이 아니게 되었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

이 Oracle 의 DB 보안은 암호와, 권한제어, 접근제어 

등 DB 보안을 위한 Total Solution 을 제공하고 있다. 

Oracle의 보안툴의 최대특징은 보안 툴 적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미미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수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Oracle 보안툴이 아닌 서드

파티 보안툴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서드파티 제품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

 2) 보안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공수 발생

 3) 저하된 DB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 또는 추가 투자

이러한 문제점이 기존의 기업들이 DB보안에 선뜻 나서

지 못하는 이유였으나, Oracle 보안 툴의 경우 도입에 

따른 성능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도입 소프트

웨어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다.

고객은 원하는 수준의 보안툴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

고, 이는 Exadata의 보안성이 타사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기존의 기업들이 DB보안에 선뜻 나서

지 못하는 이유였으나, Oracle 보안 툴의 경우 도입에 

따른 성능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도입 소프트

웨어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다.

고객은 원하는 수준의 보안툴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

고, 이는 Exadata의 보안성이 타사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11. 통합성

Exadata는 현재 존재하는 어플라이언스 머신 에

서,OLTP 와 OLAP 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일한 어플

라이언스 머신이다. 랜덤 IO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OLTP 와 대량의 IO를 처리할 수 있는 OLAP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Exadata만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Random IO성능강화에 최적화 되어 있는 Flash Cache, 

Storage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조회하는 Smart Scan, 

대용량 IO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Infiniband 

광대역 Network 등 )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Oracle은 

고객에게 OLTP와 OLAP를 Exadata 상에서 동시에 수

행하기를 권하고 있다. 

아키텍처 상의 보안 및 중요도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의 1 System, 1 Machine의 패러다임

은 과감하게 버려도 될 것 같다. 

[그림 11]처럼 대용량, 고성능의 Exadata 머신에, SAP
의 다양한 모듈의 DB를 동시에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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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Exadata의 성능적 특징 중에 [그림 8]과 같은 MPP 형

태의 대용량 데이터의 병렬 처리 능력을 주로 사용하게 

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대량 IO와 OLAP성 

쿼리임에도 불구하고, Index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

능을 발휘 하는 경우에는 Flash Cache를 적극적으로 사용

함으로써, BW의 성능 향상 역시 가져올 수 있다.

Exadata를 DB로 사용하는 SAP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Exadata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

다. 모두 아는 바대로 Exadata는 현재 나와 있는 어플라

이언스 머신 중에서 Top Class의 DB 장비라고 할 수 있

지만 이러한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서는 같이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성

능과 Network 구성 또한 고성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SAP는 DB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아

니고, DB와 애플리케이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

는 시스템이며, Exadata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성능 ,그리고 애플리케

이션 서버와 DB를 연결하는 Network 등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전체에 대한 성능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 설계가 

된다면, Exadata의 고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최대 

성능의 SAP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data의 성능적인 장점과 함께 나머지 11가지 장점이 

결합될 때 Exadata는 성능과 관리편의성, 가용성, 비용

효율성 등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면서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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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PP 와 SMP 의 결합을 통한 성능개선

<그림 10>   Oracle Security Total Solution

<그림 9>   실시간 EDW를 고려한 차세대 DWB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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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용량 infiniband 네트워크를 통한 성능 개선

• 고성능 infiniband 네트워크 연결로 기존의 Fiber 채널에  
비해 5배, 이상의 네트워크 대역폭 제공합니다.(40GB/sec)

• 다중 파이프를 통해 다수의 디스크에서 병렬로  
i/O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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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고려사항

1.CDC
기존 구성의 DBMS서버에 부하를 최소화하
고 신규 시스템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구성

2.ETL
다양성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기 때문
에 독립적인 통합 ETL 체계 구축

3.ODS
 Real-time으로 데이터 적재가 가능해야 하
기 때문에 On-line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I/
O 성능을 고려

4.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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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M
다양한 분석을 위한 주제영역별 통합 Data 
Mart 구성

6.표준형
실제 사용자들에게 Single Access Point 및 
Single View 제공

실시간 EDW를 고려한 차세대 DWB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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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호해야 할 서비스가 있는 경우, DBRM, IORM 
등의 Resource Manager 기능으로 일정수준의 사용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별 장비를 도입했을 때, 사용률이 낮아서 고민이 

되거나 또는 사용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 너무 빨리 증

설이 다가 오는 경우가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Exadata를 통한 통합형태로 시

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능동적인 조

정이 가능하며 이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최근의 시스템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시스템 구성이라고 할 수 있

겠다. 시스템 관리자는 오버 스팩과 과소 스팩의 산정으

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는 

급작스럽게 데이터양이 증가되거나, 사용자가 늘어나

는 경우도 여유 있게 대처가 가능하며, 투자를 담당하는 

임원의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TCO 가 감소하는 효과

를 누릴 수가 있게 되니, 1석 3조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

다.

그리고 이러한 Consolidation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형태의 DB 클라우드의 모습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12. 백업

Exadata는 놀라운 속도의 백업 속도를 지원한다. 기업

에서 백업은 보안과 함께 기업의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

한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의 기업환경 

같이 365일, 24시간 무중단 수행을 원하는 경우에, 백업

으로 인한 DB의 부하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백업

은 DB의 최신상태를 이미지화 하는 것인데, Online 상

에서 작동했을 때, 성능의 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백업이 발생시키는 일정 수준의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다면, 백업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가져가야 한다. Exadata는 

아래 [그림 12]와 같은 다양한 방법의 백업 형태를 지원

하며, 최대 시간당 27 TB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고, 

Online Backup, 증분 Backup 등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

여, SAP의 운영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SAP 고객이 Exadata를 사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12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 시스템 통합의 시행착오를 제거 할 수 있다.

•  현재 수행되고 있는 SAP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변경 없

이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라클 인력과 기술적 기반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고, 라이센스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 쿼리 성능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  관리 공수가 줄어들고, 간단하게 패치가 가능하고, 다

운타임을 줄여 줄 것이다.

•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시스템의 유휴자

원 및 전력, 상면, 냉각 등을 줄여주어, 통합으로 인한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SAP와 Exadata의 만남은 위에 설명한 12가지 장점을 

기반으로, SAP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관리 하면서도, 뛰어난 성능

으로 지금껏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분석

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Consolidation 아키텍처를 

획기적으로 혁신한 모델링의 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었

다.

Exadata와 함께 하는 SAP는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

탕으로  기존의 SAP의 가치에 새로운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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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xadata Consolidation DB

<그림 12>   Exadata의 다양한 Backup 방법과 성능

Option 1-
Data Guard to Second Exadata

Benefit: Near instantaneous site-level redundancy.
Recovery time = seconds (Tested between 18TB/hr & 24TB/hr)

Option3- 
Backup via media server to Tape

Benefit: Very cost effective, but can be slower than 
disk backups and restores. Must use extra backup 

software such as Oracle Secure Backup. 
Recovery time = Minutes to hours to days (This will greatly depend on how 

many tape drives you use. We have tested 8.6TB/hr from Exadata to tape)

Option 4- 
Not Recommended 

Backup to non-Oracle disk or Dedup device via 10GigE. Advanced Compression 
in the database, along with native Rman compression, obviate the need for 

expensive and proprietary 3rd party dedup and compression tools.
Recovery time = Unknown

Option 2-
RMAN to Oracle ZFS Storage Appliance 

Disk-to-Disk or Disk-to-Tape
Benefits: Uses full speed of infiniband fabric.

Can leverage ZFSSA replication and other 
data services such as snapshots, clones, compression & going to tape.

Recovery time = Minutes to hours 
(tested backup speeds of 5.76TB/hour and 

restore speeds of 4.68TB/hour 
with a 7420c and only 4 disks shelves.

Faster with more shelves and 6 and 8 shelf tests are coming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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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a Mart

Infiniband

Scan this code to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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