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에서 OLTP성능 1위를 달성하였고 이 기록은 아직

도 깨지지 않고 있다. 벤치마크는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를 27대

의 T3시스템, 플래쉬스토리지로 구성하여, OLTP 3천

만 건 처리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달성하였다. 수치상으

로는 IBM대비 3배 많은 처리량을 3배 빠른 응답속도로 

처리하였고, 의미상으로는 27대의 DB 클러스터링을 

구현하고도 빠른 성능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엔

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SW와 HW가 결합되어 엔지니어링될 경우, 어떠한 파

급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물들을 Oracle은 불과 1, 

2년 사이에 만들어냈다.

짧은 시간에 결합된 제품들을 설계하고 출시하는 

Oracle과는 달리, 몇 년이 지났어도 별개의 제품처럼 포

트폴리오만 갖추고 “멈춰있는” 타사와 비교해본다면, 

Oracle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전략은 월등히 뛰어나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racle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

베이스, 운영체제, 가상화VM,스토리지의 모든 포트

폴리오를 갖춘 유일무이한 업체이다. 이제는 Oracle
이 보유한 스택들을 하나하나씩 유기적으로 결합시키

고 엔지니어링해서 ‘최고의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Optimized Solution은 최고의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며,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이다 .

 

            

Optimized Solution의 장점 : 

신속성, 빠른성능, 안정성 그리고 높은 서비스레벨

SW와 HW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만들고, 실제업무와 같은 부하테스

트(Real World Stress Test), 장애발생, 성능 및 확장테스

트, 그리고 검증절차를 거친다. 이후 모든 결과들은 면

밀히 검토한 후 아키텍처에 반영되고, Whitepaper로 문

서화된다. 문서는 SW의 특징, 테스트절차, 결과, 의미

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mall, Medium, 

Large, X-Large구성으로 시스템을 사이징하여 제공한

다. Oracle Enterprise Business Suite(ERP솔루션)를 예

로 들면, 500~2,000명 User인 경우, 2,000~4,000명 유

저인 경우, 4,000명 이상의 유저인 경우로 구분하여 구

성시스템을 사이징하며, 사이징 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테스트를 근거로 한다. 테스트 시 사용된 유용한 구성값

들과 기준들은 정리되어 튜닝가이드로 제공되므로 실

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고객은 테스트되어 검증된 사이징 기준에 근거하여 시

스템규모를 선정하고, 권장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시스

템들을 구성하고, 실무적용 가능한 튜닝가이드에 따라 

운영체제,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애플리

케이션을 설치하고 구성하면 된다. 고객이 얻을 수 있

는 장점은 첫째, 시스템사이징, 아키텍처설계, 설치방

안, 튜닝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줄여주므

로 비즈니스의 신속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둘째, 테스

트되고 검증된 빠른 응답속도를 보장하는 아키텍처구

조는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높은 서비스레벨을 만족시

켜준다.

 

Optimized Solution의 종류

솔루션의 종류와 개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2011년 8
월 기준으로 11개의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

며, 11개의 솔루션들은 지속적으로 최신기술들을 결합

하여 업데이트되고 있다. 포트폴리오별로 솔루션을 구

분하자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베

이스, 클라우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부문별 

Optimized Solution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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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업체들은 급격한 유동성과 고객트렌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절감

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

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

리고, 혁신적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 제조, 통신, 하이테크, 건설, 교

육, 공공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IT의 적

극적이고 확실한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Oracle은 비즈니스의 특성을 중시하여, 성능과 안정성

에 초점을 맞춘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많은 기술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법칙들을 정립하여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Fast Track과 같은 솔루

션을 제공한다.

 

Oracle Optimized Solution: 

SW와 HW 전문가들이 만드는 최적화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은 SW팀과 HW팀이 함께 

모여 ‘빠른 성능과 안정성을 지닌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경험하

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Oracle은 SW팀과 HW팀이 별도로 일하는 구 모델에서 

탈피하여 설계단계, 테스트단계, 검증단계, 문서화단계 

그리고 제품단계까지 모든 작업을 함께 최적화하는 모

델로 변모하였고, 현재 11개의 솔루션을 내놓았다.

11개의 솔루션은 Oracle의 대표적인 분야인 비즈니스 

Engineered for Business : 

Oracle Optimized Solution

저자 -  이제창 컨설턴트, 한국오라클 시스템팀, Senior Sales (jechang.lee@oracle.com)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Optimized Solution의 배경 : 

SW와 HW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부류들

2009년 04월 Oracle이 SUN을 합병한 후 새로운 전략

들과 제품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예를 들면, 같은 해인 2009년 “Software and 

Hardware Complete”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계에서 가

장 빠른 데이터베이스머신 Exadata V2(버전2)가 발표

되었다. Oracle의 SW와 Oracle SUN HW를 결합하여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합병 

후 불과 3, 4개월 만에 출시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

했었다.

두 번째 예로는, 2010년 10월 TPC-C 공식성능벤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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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racle의 새로운 접근모델

<그림 3>  SW,HW 결합 

예: 가장 빠른 DB머신 Exadata

<그림 4>  SW,HW 결합 

예: OLTP성능 세계기록 보유

<그림 2>  SW와 HW 전문가들이 만드는 최적화 솔루션

Hardware and Software
Engineered to Work Together



모든 포트폴리오에 적용되어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컴

퓨팅기술 혹은 새로운 SW들이 생겨나서 IT구조가 새

로운 방식으로 변모되더라도, “SW와 HW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모델은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사이징하는 방식”으로 빠른성능, 안정성, 그리고 적은 

TCO로 구성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비즈니스

와 기술의 변화 앞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적”의 방

법들을 연구하고 공유한다면, 풀기 어려운 미래는 없을 

것이다.

1)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E-Business Suite 

(ERP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Siebel CRM (CRM솔

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PeopleSoft Human 

Capital Management (HCM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JD Edwards Enterprise 

One (중소형 ERP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Agile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솔루션)

 

2) 미들웨어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WebLogic Suite 

(WAS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WebCenter Suite 

(포털 및 엔터프라이즈 2.0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Lifecycle Content 

Management (문서관리솔루션)

 

3)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Database (DB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Secure Backup 

(DB백업 솔루션)

 

4) 클라우드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Enterprise Cloud 

Infrastructure (클라우드 솔루션)

 

상세소개 및 기술자료는 http://www.oracle.com/us/

solutions/optimized-solutions-171609.html 사이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Oracle Optimized Solution의 가치와 미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제품들에서 SW와 HW의 

유기적인 결합이 시작되었고, “최적화 솔루션”은 비즈

니스에서 요구하는 신속성, 안정성, 단순성을 기반으로 

무정지 플랫폼 현실화

Oracle 

GoldenGate

저자 -  조창윤 컨설턴트, 한국오라클 Fusion Middleware 사업부 (changyoon.cho@oracle.com)

Trend 04-1

1. Q&A

최근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현재까지 내가 사용한 무료 통화량은 얼마일까?

- 하루종일 튜닝한 이 Query를 운영시스템처럼 실제 데

이터가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까?

- 지난주에 운영시스템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운영 중인 Server 또는 Database를 Upgrade해야 하는

데 최소의 Down-Time으로 작업이 가능할까?

- DR(Disaster Recovery) 환경에 있는 Database를 이용

하여 Reporting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 BI(Business Intelligence)을 위해서 실시간 ODS을 구

축할 수 있을까? 또한 Application 수정 없이 Historical 

한 데이터를 ODS에 구축할 수 있을까?

답변

많은 IT 및 현업부서 담당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

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회사 내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또는 이용하려고 하

는 데이터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

문이다.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의 Database들과 File들 

그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실

시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

앞으로도 현업부서 담당자들은 실시간 서비스를 계속

해서 IT 부서에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럴수록 운영시스템

의 부하 증가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어느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1,200 엑사바이트(EB) 가량이나 되었고 전년

대비 40% 정도의 Transaction이 증가하였고 16% 정도

의 Record 데이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종합해보면 [그림 1]과 같이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연동

이 더욱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는 계속해서 단

편화되고 있고 정확성은 물론 신선도 또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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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Data integration Business Problem

Fragmented, Inaccurate, Stale Data

High Cost of Integration, Operational Impact

Data Explosion , Increased batch windows, Poor 
performing ETL

Uptime of Distributed, Replicated 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