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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스튜디오

오라클 IaaS 통해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300 절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고 규모가 큰 미디어 업계의 특징을 고려해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용량의 데이터
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높은 안정성,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
가 제공하는 강력한 보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최병중, 팀장, 덱스터 스튜디오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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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덱스터 스튜디오(DexterStudios)

Media & Entertainment

US$23 Million

280명

Seoul, Korea

www.dexterstudios.com

ORACLE KOREA MAGAZINE

AUTUMN 2017

143

도입 제품

· Oracle Storag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도입 효과

・100TB 규모의 오래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는 연간 1TB당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됐던

가용 스토리지에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용

비용을 연간 1TB 당 약 1만원으로 절감해, 하드웨어 도입 대비 1/30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량, 유지보수 비용, 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

얻었다.

하고자 했다.
・초기 도입 비용이 크고 관리가 어려운 테이
프 백업 방식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장기적인 데이터 보관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 없어져 상면 공간 활용률
을 높이고, 하드웨어 도입의 높은 도입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언제든지 쉽게 저장 및 백업이 가능한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100TB 규모의
오래된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고가
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
・1,000만개가 넘는 파일을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카이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으며,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품질 및 유효성 검증 등 보안 및 데이터 관
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네트워크에 장애 및 중단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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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스튜디오,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

및 효율성을 갖춘 데이터 저장 및 관리가 가능

드 서비스 통해 데이터 저장 및 관리의 비용

해졌으며,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절감,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덱스터 스튜디오는 업계 최고의 VFX(Visual

“다른 벤더와 비교해 테라바이트 당 비용 기준

Effects: 시각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으로 오라클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가격을 제

기획, 영화 촬영 및 제작을 수행하는 업계 선도

공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특히 오라클은 전담

적인 종합 스튜디오다. 주요 작품으로 <신과

지원 엔지니어를 배정함으로써 구축 후에도

함께>, <미스터고>, <국가대표>, <미녀는 괴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

워> 등을 제작했다.

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또한 오라클은 1개
월이라는 정해진 목표 기간을 준수하는 신속

덱스터 스튜디오는 오래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라
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Storage

Cloud Service)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안정성

한 구축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