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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통찰력을 발견하고,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것을 돕는 것이다.

Oracle OpenWorl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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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s the world’s
most valuable resource
The Economist

Computing hardware used to be a capital asset, while data
wasn’t thought of as an asset in the same way. Now,
hardware is becoming a service people buy in real time and
the lasting asset is the data.
과거에는 컴퓨팅 하드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한 반면 데이터는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진정한 자산이며, 컴퓨팅 하드웨어는 필요
시 그때그때 구매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 Erik Brynjolfsson, Director, MIT Initiative on the Digital Economy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7/05/06/the-worlds-most-valuable-resource-is-no-longer-oil-bu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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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8/03/05/heres-why-data-is-not-the-new-oil/#142ef9c23aa9

We are living in an age of Disruption and Globalization

Rapid Changes

Continuous Conne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 Machine Learning

30% of large companies will use AI by 2021

27 Billion Active Connected Devices

127 new devices connected to the Internet every second
508 Zettabytes of Data Created by IoT Devices

5.6B IoT devices have data extracted and processed through Edge Computing
New Generation Mobile Networks

10 Seconds The time taken to download a movie
Multi/Hybrid Cloud

Future Enterprises will look to MultiCloud providers for different workloads

IT’S ALL ABO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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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that Data today?
Device sources: Personal, IOT
Public sources: Data services, Internet
Business sources
FINANCE

SALES

Multiple
formats
Relational
Parquet
JSON
XML
BLOB
Spatial
Graph
OLAP

HR

MKTG

SERVICE

OPS

적시에 통찰력을 얻고,
개인화 된 경험 및 차별화
제공!

On-Prem

Public
Cloud

Hybrid

Data size

Deployment option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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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 Objectives
“Data는 기업의 핵심 자산. 기업은 Data로 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 데이터는 유동적이어야 함.
⁻ 가장 적절한 데이터 포맷과 위치로 쉽게 수집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 어떠한 분석처리 엔진에서도 쉽게 접근 되어야 한다.

• 데이터 아키텍쳐는 고성능의 유연하고, 확장가능하고, 안전해야 함.
• 데이터의 가치 최대화 – 정보 획득!

Future Vision: Autonomous Data Platform
Announced by Andrew Mendelsohn, EVP, Oracle Database Server Technologies

Future Vision:
Autonomous Data Platform

Create autonomous
data-driven solutions

Empower more people
with smarter services

퍼블릭 클라우드, 로컬 클라우드,
온-프레미스를 망라한 데이터 티어
통합

다가올 일에 대한 Fusion Apps 힌트에
대한 분석

APEX를 이용한 로우 코드 개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로 프로세스
푸슁
오라클 매니지 및 그 이상의
데이터를 망라하는 데이터 가상화
서비스

Oracle Data Safe와 같은 서비스를
확장하여 규정 준수 강화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변경불가, 감사
가능한 AI 데이터 추적에 대한 연구

Fusion Apps 용 웹 로그 분석은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암시합니다.

OCI Data Science에서 Auto ML로
더욱 빠른 데이터 과학
Oracle Analytics Cloud의 자동
내러티브를 통한 자연스러운 통찰력

Oracle Data Management Objectives
•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끌어 감 - Oracle Database
-모든 워크로드와 플랫폼을 지원하는 Best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을 이끌어 감 - Engineered Systems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상에서의 Best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혁신”을 이끌어 감 - Autonomous Database
- Best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 Public Cloud and Cloud at Customer

Technology for
Autonomous Data Management
Converged Database
Exadata X8M
Gen2 Exadata Cloud@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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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utonomous Database - Converged Database
One Converged Database vs. Several Specialized Databases
Multi-Purpose System vs. Single-Purpose System

Support Multiple Data Store & Models,
Integrate Polyglot Environment
(Multi-Model Polyglot)
Security Standardization
Simple to manage

Single Model Polyglot
Data Fragmentation
Complex Application
Complex to Manage
(Interface, Security Model,
Recovery Procedure …)

Multi-Database 전략 - 데이터 및 관리 단편화 문제 야기
각각의 단일 목적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저장하고 있음. 단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복잡해 짐

각각의 단일 목적 데이터베이스는 운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각각 분리된 운영팀(Separate Teams)을 필요로 함

Oracle Autonomous Database
Converged Features
• 데이터 베이스 효율성과 다양성을 위한 ( Multitenant )

• 데이터 베이스 성능 확보 ( In-Memory )
• 하이퍼 스케일 / 지역 분산 ( Sharding )
• 문서형 데이터 ( Native JSON )
• IoT 고속화 처리 ( In-Memory Ingest )

Multitenant

In-Memory
Analytics

Hyperscale

{}

JSON

In-Memory
IoT

Cloud
Integration

Blockchain

Persistent
Memory

Machine
Learning

Spatial

Graph

• 데이터 레이크 통합 ( Cloud SQL)
• 머신러닝 통합 ( AutoML )
• 지연시간의 최소화 ( Persistent Memory Store )
• 분산 원장 / 사기 방지 ( Blockchain Tables )
• 소셜 데이터 / 지도 데이터 ( Spatial and Graph )
• …

Next | Oracle Database Innovation Continues

Technology for
Autonomous Data Management
Converged Database
Exadata X8M
Gen2 Exadata Cloud@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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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Growth
for Exa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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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iscal year 2019, Exadata set all-time
product sales records with large-scale
deployments and significant adoption
across multiple verticals, including finance,
retail,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Confidential – © 2019 Oracle Internal/Restricted/Highly Restricted

”

EXADATA – 10년이 넘는 혁신의 History
FOUNDATION OF ORACLE’S DATABASE CLOUD STRATEGY
• 최초이자 유일한 스마트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 Converged 네트워킹을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RDMA 및 InfiniBand

• 최초이자 유일한 OLTP 머신
• NVMe Flash를 사용한 최초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 스토리지 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인 메모리 성능
• 고객 플랫폼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미션 크리티컬 클라우드
• 퍼블릭 클라우드로 도약하는 유일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 퍼블릭 클라우드로 도약하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 머신
• 자율 데이터베이스에 독보적
•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 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공유 Persistent Memory
20

최강 성능 Exadata에 극적인 성능 날개를 더하다!

X8

X8

2019.04

X8M

2019.09

April. 2019

Autonomous
Infrastructure and
Database

Exadata 스토리지 서버의 플래시 메모리 앞에
Persistent Memory Data Accelerator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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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ing

Exadata X8M with
Persistent Memory Data
Accelerator
세계 최초, 유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공유 영구 메모리 채택
“World’s First and Only Shared Persistent
Memory Optimized for Database

Exadata X8M* - Benefits
최강 성능 Exadata에 극적인 성능 날개를 더하다!
Key #1. NEW RoCE(RDMA over Converged Ethernet) Internal Fabric
✓ InfiniBand는 Exadata에서 RDMA가 가능한 유일한 네트워크 였지만 이제는 이더넷에서도 가능하게 됨
✓ Exadata X8M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RoCE 기반 데이터베이스 머신

Key #2. Persistent Memory – In-memory 성능
✓ OLTP와 Analytics 워크로드 양쪽 모두에 최강 성능으로 공유 스토리지의 모든 이점 제공
✓ 스토리지 서버당 1.5 TB Persistent Memory
✓ 기존 태스크들을 훨씬 더 빠르게 수행,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빈번하게 분석 수행, 더 많은 DB 통합 - “Perform existing tasks
faster, Perform deeper or more frequent analysis, Consolidate more”

Key #3. Linux KVM(kernel-based Virtual Machine) – Consolidate more on VM
“애플리케이션 변경 불필요 – No Application Changes Required”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머신 – Exadata X8M
• Exadata X8M 스토리지 성능은 in memory 성능과 대적
• 1600만 OLTP 8K 읽기 IOPS - X8 대비 2.5배 더 빠름

• < 19 microsecond OLTP I/O latency - X8 대비 10배 더 빠름
• 트랜잭션을 가속화하는 8배 더 빠른 로그 파일 쓰기
• 560 GB/sec Analytic Scan throughput
✓ 플래시상의 컬럼 데이터를 통한 1TB /sec 이상의 분석 스캔

랙을 추가할수록 성능 및 용량이 선형적으로 확장 됨

각 랙에는 최대
3.0 PB Raw Disk
920 TB NVMe Flash
27 TB PMEM

Exadata X8M
RoCE Networking
InfiniBand는 Exadata에서 RDMA가 가능한 유일한
네트워크 였지만 이제는 이더넷에서도 가능하게 됨
• RoCE = RDMA over Converged Ethernet
• 산업표준 RDMA 가능 Mellanox RoCE 카드와 Cisco
RoCE 스위치 채택
• Exadata RoCE는 이더넷 패브릭 기반으로 RDMA 속도와
안정성 제공

✓

100 Gb/sec throughput – 40 Gb/sec InfiniBand
2.5배 더 빠름

Exadata X8M
OLTP를 위한 인메모리 성능
• Exadata 스토리지 서버의 플래시 메모리 앞에
Persistent Memory Accelerator를 투명하게 추가

컴퓨터 서버
RoCE

RDMA

스토리지 서버

Hot

Persistent
Memory

Warm

FLASH

Cold

✓ X8 대비 2.5X 높은 IOPS – 1600만 IOPS

• 데이터베이스는 RDMA 기술을 사용를 사용하여 원격
PMEM 읽음
✓ 10X 빠른 latency - <19 μsec (8K database read)

• PMEM이 자동으로 계층화 되고 DB간 모두 공유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를 캐시 하여 유효 용량 10X 증가

• Fault-tolerance를 위해 스토리지 서버에서 자동으로
Persistent Memory 미러링

Exadata
Smart Software 19.3.0
Exadata - KVM 가상화를 통한 강화된 통합
• Exadata X8 및 이전 InfiniBand 기반 Exadata는 Xen
계속 사용
• KVM 가상화는 :

✓ 2 배 더 많은 게스트 VM 메모리 – 1.5TB / 서버 (1376GB –
IB는 720GB)
✓ 더 빠른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latency
✓ 서버 당 50 % 더 많은 게스트 VM
→ 노드 당 IB - 8 개 VM, KVM - 12 개 VM
✓ 빠른 설치 절차

Exadata X8M – Business Benefits
• 동일한 가격으로 훨씬 더 빨라진 OLTP와 분석 성능
✓ 영구 메모리(Persistent memory) 대기 시간, 플래시 IOPs, 저렴한 디스크 비용

• 비용은 줄이면서 더 많은 워크로드를 통합
• 훨씬 더 빨라진 지연으로(faster latency) 모든 OLTP
애플리케이션에 이득
•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접근이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

개인화 된 광고 또는 쇼핑, 사기 탐지, 증권 거래소, 통신 라우팅, 게임, 인터넷 메시징 등

애플리케이션 변경 없음 – “No application changes required”

Announcing

Gen 2 Exadata Cloud at
Customer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간편하고 유연한
Exadata Public Cloud 서비스 제공
“Exadata Public Cloud Simplicity and Elasticity
in your Data Cent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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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2 ExaCC - Benefits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간편하고 유연한 Exadata Public Cloud 서비스 제공
“Exadata Public Cloud Simplicity and Elasticity in your Data Center”
1.

Remove Risk - 서비스 품질 또는 보안 문제로 인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에 베팅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에 Best FIT!

2.

Satisfied with Industry Regulations or Corporate Policy – 주요한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는 회사
밖으로 둘 수 없는 규제나 정책을 가진 고객에 Best FIT!

3.

Cloud Transformation - 안전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최고의 데이터베스 클라우드
플랫폼상에 최고 성능과 안정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실행
✓ Gen 2 public cloud manages Gen 2 Exadata Cloud at Customer
✓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 적은 IT 리소스

Oracle Database Deployment 모델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율 운영

자동화

ORACLE
AUTONOMOUS
DATABASE

Coming to
Cloud at Customer

Exadata Cloud Service
Exadata Cloud at Customer
Exadata On-Premises

Efficiency through
최대 자동화

Agility through
자동화

사용자 통제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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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ness through
최고의 성능과 확장성

전세계에 구현된 Exadata Cloud at Customer 현황
여러 시장/산업 분야에 걸친 채택
Retail

Healthcare

Natural Resources Engineering &
Construction

Travel & Transportation

Financial Services

Communications

High Tech

Public Sector

Oil & Gas

Higher
Education

Utilities

[Summary] Oracle’s Commitment to Exadata is Increasing
Exadata Powers the Future of Oracle Database
• Autonomous Database 서비스는 Exadata 환경에서만
독점적으로 실행/제공
• 오라클의 SaaS apps (ERP, HCM, etc.) 는 Exadata 환경에서만
독점적 실행/제공
• 앞으로도 Exadata on-premises는 오라클의 주요 포커스 영역
프라이빗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위한 더 나은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
DB를 위해 개발 된 모든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Exadata에서 독점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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