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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T Infrastructure World 
is Changing Rapidly… 

WHETHER YOU RUN CLOUD OR NOT 

— IT’S IMPACT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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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민첩성이 최우선 
적으로 요구되는 비즈니
스 환경  – 특히, 데이터베
이스 관련 문제들 

고객의 요구사항: 

• 비즈니스 성장 촉진 

• 확실한  보안 보장 

• 향후 클라우드 전환 대비 



성장은 복잡함을 유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IT 지출예산 증가  

구름속에서 방향성을 잃다 

 

 

 

 

 

 

클라우드의 모든 잇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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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유효하지않는 익숙한 접근 방식 

보안관련된 의문사항들 

 

 

 

 

 

 

날마다 증가하는 용인될 
수 없는 보안 리스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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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IT 지출예산 증액  

• 더 많은 하드웨어 증설은 더
이상 답이 아님 

• 더 큰 복잡성과 더 많은 관
리 포인터 유발 

• 더 많은 운영 노력 요구됨: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됨 

• 일반적인 인프라는 데이터
베이스 용으로 설계되지않
아 효율성이 떨어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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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증가하는 용인될 
수 없는 보안 리스크들 

 

•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전개로 민감한 데이터의 지
속보호가 어려움 

•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암호화 사용 설정 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통합은 외부 
공격접점 영역  줄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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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IT의 과제:  

오늘/현재: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획
기적 개선 

내일/향후 미래:  

클라우드 통합 



1/17/2017 Copyright © 2017,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1 

2 

3 

4 

Challenges – Today’s Database Platform Infrastructure 

Customer’s Choices – Database Platform Deployment 

Oracle Exadata – The best choice for both On-premises and 
Cloud 

Conclusion 

 

Agenda 

9 



10 
Copyright © 2016,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클라우드의 모든 잇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 필요 

• 오늘날의 투자에 호환 가능
한 클라우드 옵션이 있습니
까? 

•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을 줄이기 위해 온 프레미스 
및 호환 가능한 퍼블릭 클라
우드를 혼합 할 수 있습니까? 

• 내 데이터 센터에 퍼블릭 클
라우드 모델을 가져올 수 있
습니까? 



Engineered Systems 

• 완벽히 통합된 SW & 
HW 

• 디자인 단계부터 최고성
능, 비즈니스 가치를 목표
로  설계된 혁신적인 솔
루션 

• 단일 벤더 

• 준비된 클라우드  전환   

B X R P 

Commodity 
Build Your Own 

• 다양한 솔루션 조합으로  
선택  및 커스터마이징 가
능 

• 멀티 벤더 

• 통합관리 기능 부재 

• 엔드-투-엔드 지원받기 어
려움 

• 클라우드 호환 - 어려움 

Converged Systems 

• 일반적인 워크로드 통합 

• 통합시 하이퍼바이저 레
벨에서는 더이상 진행 안
됨 

• 멀티 벤더 

• 클라우드 호환 -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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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데이터 
베이스 인프라는 일반

적인 결과만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

되지 못함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

되지 못함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
이스 워크로드에 최적

화 

고객의 선택 – 현시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ORACLE EX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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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 솔루션 선택 

성장에따른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 시킴 

향상된 보안 준비된 클라우드 전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및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Oracle Database 
Workload의 성능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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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of Oracle Database Technology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대규모 DB 지원 

인터넷 대응 

미션 크리티컬  
업무지원 

엔터프라이즈  
그리드 

편의성 ·  
안전성 강화 

대규모 데이터 초고속  
처리 (통합기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 시대 
시대별 필요에 따라 기능확장 - Oracle Database 37년간의 진화 

Oracle Database의 기원 
• 1977 년 : 래리 엘리슨 창업 

• 1977 년 : CIA의 프로젝트 "Oracle"수주 

• 1979 년 : Version2를 최초의 상용 RDBMS로 출시 

Oracle7 

병렬쿼리 

‘92 ‘97 ‘99 ‘01 ‘03 ‘06 ‘09 ‘13 

Oracle8 

파티션 테이블 

Oracle8i 

복합 파티션 
FGA (보안) 

Java /XML지원 

Oracle9i 

RAC  
Data Guard 

Oracle10g 

EM Grid 
Control  

Clusterware  

ASM 

Oracle11g 

DB Vault 

Audit Vault 

자동 튜닝 

테스트 지원 

데이터 압축 

Oracle Exadata 

Smart Scan 

Infiniband 

대규모 병렬 데
이터 처리 

열단위 압축 

HW 암호화 

Oracle12c 

멀티 테넌트 데
이터베이스 

Consolidation 
Replay 

Heat Map 

Automatic Data 
Optimization 

Data Redaction 

대규모 데이터관리  
표준 기술의 채용 

가용성과 확장성을  
양립하는 클러스터기술과  
재해 방지 기능의 구현 

시스템 통합을  
실현하는  
그리드기술 

보안 강화 및  
운영 최적화, 효율화에  
의한 데이터 관리비용의  
최적화를 실현 

다양한 데이터 활용  
요구에 혁신적인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구현에  
필요한 기능 강화 



Exadata X6 Exadata Clou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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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data Cloud Machine 

Exadata | 어떤 구성방식 및 환경에서도 투자보호 

X6-2 X6-8 

On-Premises Exadata Cloud Service 
@ Oracle 

100% 호환성, 애플리케이션 변경 불필요, 일관성 있는 경험 공유 

Exadata Cloud Service 
@ Customer 



All Exadata 
DB Machine 
Innovations 

Multitenant 

In-Memory DB 

Real Applicatio
n Clusters 

Active Data Gu
ard 

Partitioning 

Advanced 
Compression 

Advanced Security, L
abel Security, DB Va
ult Real Application T
esting 

Advanced Analytics
, Spatial and Graph 

Management Packs 

All Oracle Da
tabase Innov

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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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data |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최적화 & 준비된 클라우드  

InfiniBand Fabri
c 

Columnar Flash Cac
he 

HCC 

10:1 

I/O I/O I/O 

Storage Inde
xes 

Hybrid Columnar 
Compression 

I/O Resource M
anagement 

Exafusion  
Direct-to-Wire Protoco
l 

Offload SQL to Storage 

Network Resource 
Management 

In-Memory Fault To
lerance 

PCI Flash Smart Flash Cache, Log 



Exadata | 인프라 이슈로부터 해방, 비즈니스에
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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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됨 

Data Workload 
Performance an

d Scale 

Operationally Ef
ficient 

Maximum Avail
ability & Securi

ty 
Cloud Ready 



중요 비즈니스 워크로드
용으로 설계됨 

• 한 엔지니어링팀이 설계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여
러 벤더가 아님. 

• 성능, 가용성, 데이터 보호, 
확장성 및 보안을 위해 최
적화된 데이터베이스 스케
일 아웃 아키텍처 

• 더 적은 하드웨어로 더 많
은 컴퓨팅 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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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도매 회사 - 세계 최
대 규모의 SAP 시스템이 
Exadata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 

 

“Exadata는 우리 사업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
모 인 SAP 환경은 향상된 안정성으로 2 배의 처리량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일 오라클 기술 스택 덕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Milt Simonds, Director, Enterprise Platform Delivery 

19 



20 

Exadata | 인프라 이슈로부터 해방, 비즈니스에
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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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for 
Critical Business 

Workloads 

데이터 웨어하우
징 확장성 및   

성능 

Operationally Ef
ficient 

Maximum Avail
ability & Securi

ty 
Cloud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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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웨어하우징       
확장성 및 성능 

• 직원 및 고객 생산성 향상. 
더 많은 분석 및 트랜잭션 
실행. 100배 더 빨라짐 

• 데이터베이스 통합 강화 (4 
배), 데이터베이스 비용 제한,  
또는 정교한 DBaaS 프라이
빗 클라우드 배포 

• 애플리케이션 작업부하 통
합; 2배 빠른 애플리케이션 
연결 



일본 최대 컨설팅 펌  - 
136배 빨라진 질의 성능, 
DB통합을 통한 인프라 
규모가 5배로 축소 

 

“기존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서버 20대를 4대의 Oracle Exadatas에 통합함
으로써 고객에게 136 배 더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 우위를 강화하며 향
후 10 년간 더 적은 비용으로 트랜잭션 증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moshiro Takemoto, Senior Managing Director, 
 Division Manager, Cloud Computing Servic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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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data | 인프라 이슈로부터 해방, 비즈니스에
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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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for 
Critical Business 

Workloads 

Data Warehousi
ng Performance 

and Scale 
 운영 효율성 

Maximum Avail
ability & Securi

ty 
Cloud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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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성 

• 더 적은 하드웨어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보
장 – 도입비용 절감 

• 훨씬 간편해진 관리 및 유지 
– 운영비용 절감 

• 작게 시작해서 손쉬운 점진
적 확장 가능 

• Oracle Cloud와 같은 OpEx 
모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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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White Paper:  

Exadata는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하게 해 줌 

• 글로벌 2000, 8개의 회사들 
에서의 조사된 평균 결과 

• 11개월이면 ROI  달성 

• 평균 연간 이익 달성율:  
̶ 100명 사용자당  $222,000 이상 수익율 

̶ 업무중단 최소화 - 94% less unplanned 
downtime 

̶ 서비스 연속성 최대화 - 25% less time 
“keeping the lights on” 

̶ 개발 생산성 향상 - 42% less app devel
opment staff time 

 

 

“… 훨씬 덜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할 내용이 
없으며, 단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Oracle Customer 
IDC: Business Value of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September 2016 

IDC White Paper, Sponsored by Oracle: “Business Value 
of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September 2016 



Exadata | 인프라 이슈로부터 해방, 비즈니스에
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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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for 
Critical Business 

Workloads 

Data Warehousi
ng Performance 

and Scale 

Operationally Ef
ficient 

최대 가용성 및 
보안 

Cloud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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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가용성 및 보안 

• 내장된 이중화 및 복구기능
은 시스템 가동 중단을 없애
줌 

•  애플리케이션 및 개발자 생
산성 향상과 정전 관리 vs 
시스템  정전 관리 

• 통합된 보안 모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글로벌 전자결제 서비스 회사 
- 하루에도 2천만건이 넘는 
금융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자 결제 서비스 업무가 100% Up-time으로 Exadata
에서 운영중입니다.” 

   – Martin McGeough, Chief Database Technical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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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for 
Critical Business 

Workloads 

Data Warehousi
ng Performance 

and Scale 

Operationally Ef
ficient 

Maximum Avail
ability & Securi

ty 
준비된 클라우드  

Exadata |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를 위한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29 Copyright © 2016,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준비된 클라우드 

• 사용중인 Exadata와 정확하
게 동일한 Exadata Cloud 
Service 제공 

•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운
영 - On-premises 또는 Ora
cle Public Cloud  

• On-Premise 와 Cloud 양쪽 
모두를 위한 유일 무이한 데
이터베이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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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xadata  

 

 

 

 

 

 

 

 

 

 

 

 

 

 

 

 

 

 

 

 

 

 

 

 

 

 

 

 

 

 

 

 

 
동일한 표준 
동일한 제품 
통합된 관리 

원하는 구성방식 및 운영환경 선택 -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까지 정확히 동일한  
표준, 동일한 제품, 그리고 통합된 관리 제공 



모바일 텔코 회사  

– Exadata를 활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으로 운영을 단순화 

“Oracle E-Business Suite이 Oracle Exadata 와 Exalogic환경에서              
Oracle Managed Cloud Services로 운영 및 유지되고 있다. …”  

   – Bennie Botha, General Manager, IT Operation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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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됨 

데이터 웨어하우
징  확장성 및  

성능 
운영 효율성 

최대 가용성 및 
보안 

준비된 클라우드  

Exadata|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위한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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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표준 및 
제품 – 온프레미
스와  클라우드 

• 데이터 보안 
• 서비스 중단 위험 

제거 

• 더 적은 리소스로 
더많은 일을 처리 

• 비즈니스에 집중 

• 실시간 통찰력   
제공  

• 손쉬운 확장 

• 오라클 데이터베
이스 워크로드   
처리 목적으로   
설계됨 



맺음말: 

 

• Exadata – 최고성능, 최소비
용, 수만의 고객사에서 검증
된 제품을 Cloud에서 바로 
사용가능 

• 온-프레미스와 Cloud간의 
100% 호환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변경 없음 

• 준비된 클라우드 – Oracle 
Exadata기반 데이테베이스 
구축 전략 및 클라우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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