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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대의  
기업 데이터 관리 및 전략

정일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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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클라우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컴퓨터 자원이나 스토리지를 제공하던 단순한 단계부터 시작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점점 영역을 넓혀 기업 내

에서 최고 성능과 안정성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클라우드 업

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지 테스트나 개발 또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담는 수준이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서

비스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기업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는 세계 최강자다. 데이터베이스의 1인자답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Database Cloud Service),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

비스 베어메탈(Oracle Database Cloud Service - Bare Metal)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클라우드 플랫

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가운데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와 

같은 기업 데이터에 대해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타 클

라우드 서비스(Oracle Database Exadata Cloud Service)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타 클라우드 머신

(Oracle Database Exadata Cloud Machine)에 대해 소개 한다.

오라클 엑사데이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엑사테이타 클라우드 머신

엑사테이타는 OLTP부터 DW, Mixed, 통합에 이르는 모든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성능, 확장성, 가용성을  

요구하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가장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다.

엑사데이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Exadata Public Cloud Service)는 엑사데이타에 단순성과 비용 효율성

을 더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 온프레미스 엑사데이타와 다

른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와 완벽한 호환성을 갖고 엑사데이타의 모든 기능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옵

션, EM(Enterprise Manager) DB 팩이 함께 제공된다. 월과금제 방식으로 오버 프로비저닝 없이 사용량만큼 

비용 효율적으로 지불하고 피크 시간에는 온라인 컴퓨트 버스팅을 사용해 탄력적으로 자원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웹 화면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클라우드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관리

를 쉽게 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비즈니스의 중요성이나, 법률 및 규제와 처리 응답 속도 보장 등의 이유로 데이터를 자사 데이터센터 밖으

로 이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인 엑사데이타 클라우드 머신(Exadata Cloud Machine, Exadata Cloud at Customer)

은 이런 요구에 퍼블릭 클라우드 월과금제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오라클 전

문가의 인프라 모니터 및 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툴을 기업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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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센터 온프레미스 위치에 클라우드 머신 상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데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오라클은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가 완전히 통합되며, 고객은 용도와 환경

에 맞춰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고객의 데이터센터에서 성능과 관리, 비용, 효율성, 민첩성 등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운영하며 쉽게 상호간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다.

새로운 엑사데이타 X7

엑사데이타는 혁신적인 데이터베이스 머신으로 2008년 출시 이후 진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2017년 10월 8세

대 엑사데이타인 ‘X7’을 출시했다. 엑사데이타의 진화는 단지 새로운 하드웨어의 적용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

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해왔다.

엑사데이타 X7의 하드웨어는 이전 모델 대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텔 스카이레이크 모델 CPU가 탑재

되었는데, 전 모델인 X6 대비 기본 메모리 50%, 플래시 메모리 용량 두 배, 하드디스크 용량 25%가 향상됐다.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는 기존 1/10GigE에 25GigE가 추가되어 더 빠른 네트워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X7에서 엑사데이타 소프트웨어는 혁신적인 인메모리 기술로 중무장했다. 엑사데이타 스토리지 서버에 

DRAM 캐시를 추가한 인메모리 OLTP 기능은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를 확장했고 이로 인해 기존 

플래시 메모리 캐시 대비 레이턴시를 2.5배나 줄일 수 있었다. 인메모리 애널리틱스 기능은 DB 인메모리를 차

세대 플래시로 확대해 HCC(Hybrid Columnar Compression) 압축뿐 아니라 비압축 또는 OLTP 압축 테이

블도 인메모리 포맷으로 변환해 플래시 캐시에 저장함으로써 분석 처리 성능을 3~4배 향상시켰다.

  그림.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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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된 개선을 통해 OLTP 처리 20%, 분석 처리 40% 성능이 향상됐고, 한 개  

랙에서 읽기 597만 IOPS, 쓰기 540만 IOPS, 특히 250μsec 이하 읽기는 350만 IOPS로 전 모델 대비 50%나 

향상됐다. 데이터 처리량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든 350GB/s 플래시 대역폭을 제공해 DB서버의 총 

DRAM 대역폭인 800GB/s에 접근하는 수준이 되었다.

스토리지 공급업체들은 디스크를 모두 플래시로 교체해 성능을 높인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스토리지 어레이

는 네트워크 병목으로 인해 플래시의 최대 성능을 낼 수 없다. 엑사데이타는 플래시의 최대 성능을 확보하기 위

해 데이터를 데이터가 있는 스토리지로 오프로드(Offload)해 연산을 처리한다. 이는 DB와 스토리지, 네트워

크 전체 스택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며 스토리지 단독으로는 해결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엑사데이타는 타 공

급업체의 올 플래시 대비 성능이 획기적으로 빠르고 스루풋(Throughput) 9배, IOPS 3배, 레이턴시(Latency)

2배로 모든 성능 지표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차세대 비전, 자율 데이터베이스 관리

2017년 오라클 오픈 월드(Oracle Open World)에서 오라클 래리 앨리슨 회장은 차세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8c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 데이터베이스(Autonomous database)를 발표했다. 오라클 자율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한 관리와 수작업을 줄여 휴먼 에러를 감소시키고, 안정성과 보안을 확실히 높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

용을 낮출 수 있다. 오라클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도 셀프 관리를 통해 능률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자원 사용, 높은 보안과 안

정성을 제공한다. 모든 수준에서 자동화 기능으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IT 자원 사용율을 높이고 데

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추출해 비즈니스 기회 및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엑사데이타에 적용될 오라클 

자율 데이터 기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Self-Driving : 서비스 수준을 사용자가 정의하면 이를 DB가 수행

- Self-Tuning : 지속적인 적응형 성능 튜닝

- Self-Scaling : 다운타임 없는 즉각적인 스케일링

- Self-Securing : 내부 사용자 또는 외부로부터 공격 보호

- Self-Repairing : 모든 다운타임에 대한 자동화된 보호

기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전략과 방법을 고려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사용해야 하던가, 서비스

를 위해 여러 공급업체의 클라우드에 가입해야 한다면 오히려 클라우드로 인해 복잡성이 더해지고 비용도 더 

커질 것이다.

오라클은 단일 공급업체로 모든 영역에서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있어 클라우드 퍼스트, 엑사데이타 퍼스트 전략을 제시한다. 기업은 클라우드 시대에 중요한 기업 데이터 관리

를 엑사데이타를 이용해 고객의 데이터센터에서 온프레미스 및 맞춤형 클라우드 형태로, 오라클 클라우드 인

프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요구에 맞게 선택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