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라클®  분석 솔루션 
성능 향상법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로부터  
최상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라클®  분석 솔루션 성능 향상 | 1 

 

 

퓨어스토리지의 FlashBlade®는 다음의 4 가지 요소가 통합된 

올플래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  온라인 관리가 가능한 고성능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패브릭 
 

•  스케일-아웃 방식의 통합 파일/객체 스토리지 

•  스케일-아웃 방식의 운영 체제 

•  엔터프라이즈급 프로세서에서 구동되는 

내장형 로우(raw) 플래시,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데이터입니다. 

IT 인프라스트럭처는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척 홀리스(Chuck Hollis),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처 수석 부사장  1

 
 

퓨어스토리지 FLASHBLADE® 특장점 
 

높은 쓰기 대역폭 
시스템이 신속하게 대용량 워크로드를 처리한 후 저장하고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 수집, 분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로부터 진정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기업은 의사 결정 환경을 강화하는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추출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 효과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을 구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기업이 즉각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 소셜 미디어 게시물, 웹사이트, 문서,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력 데이터, 정형화된 트랜잭션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형/비정형 데이터는 여러 다른 시스템들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중요함 

 

높은 읽기 대역폭 
시스템이 빠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스캐닝하고 백업하기 위해 

중요함 

 

유연한 확장성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확장하기 위해 중요함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가치 확보 
실시간으로 다양한 분석(ad-hoc analytics)을 수행하고, 기업 내외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데이터로부터 충분한 인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과 

파일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역량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의 핵심입니다.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에서 어떻게 더 많은 분석적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또 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의 
3 가지 핵심 고려사항 

4가지 요소가 하나의 제품에 통합 



오라클®  분석 솔루션 성능 향상 | 2  

퓨어스토리지 FlashBlade®와 같은 올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을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분석 솔루션에 

적용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상관없이 데이터 웨어하우징, 관리 및 분석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확장 가능하며 가용성이 뛰어난  
스토리지 솔루션 
 

FlashBlade 는 분석 솔루션을 위한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쉽고 빠르게, 또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플래시 스토리지 어레이입니다. FlashBlade 는 트랜잭션 처리용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과 분석 시스템을 성능 저하 및 시스템 중단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파일/오브젝트 기반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인 FlashBlade 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이상의 RDBMS 

와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쉽게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동 로드 밸런싱 및 웹 기반 관리 툴은 더욱 손 쉬운 관리를 지원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워크로드가 증가하면, 여러 개의 FlashBlade 인스턴스를 연결함으로써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FlashBlade 섀시의 특징: 

 

•  기존 스토리지 장비 대비 적은 상면 

•  헤어 드라이어 정도의 낮은 소비 전력 

•  4 랙 유닛 섀시에 15 개 블레이드 장착 가능 

•  대역폭 16 기가바이트(GBps), 최대 초당 입출력 처리량(IOPS) 500K 제공 

•  40 기가비트 이더넷(GbE) 포트 8 개 

•  다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데이터 마트 통합 

•   캐싱이나 계층화 불필요 

 

FlashBlade 는 또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시스템을 연결하고 여러 데이터 자산들을 하나의 공간에 

저장가능하도록 하여 줍니다. 분석 및 보고용 쿼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를 

포맷과 크기에 상관 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FS) 프로토콜을 사용해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든 버전에서 추가된 오라클 Direct NFS(dNFS)는 

FlashBlade 에 데이터의 직접적인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간단하게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dNFS 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시간 감소 

•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 높은 가용성 및 복원성 제공 

•  NFS 서버를 지원하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 사용 

•  이더넷을 통해 NAS 를 연결하므로 네트워크 복잡성이 감소하고 비용이 절감됨 

•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 가속화, 기업 성장 촉진 

•  복수개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자동적으로 로드 밸런싱 지원 

 

퓨어스토리지 FLASHBLADE®  정보 

 

실제 PoC/벤치마킹 테스트 결과에 기반한 FlashBlade 의 특징 

• 상면 공간 10 배 절감 2 

• 속도 10 배 향상 2 

• 전력 및 냉각 비용 10 배 감소 2 

• 최대 대역폭 16 GBps 2 

• 최대 IOPS 500K IOP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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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애널리틱스와 
FLASHBLADE®  테스트 
FlashBlade 에서 구동되는 오라클 dNFS 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퓨어스토리지는 표준 데이터 웨어하우스 

벤치마크를 실행하는 환경을 설계한 후, 상용 OLAP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읽기 중심의 워크로드를 

실행함으로써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벤치마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데이터 스캔 속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테이블에 대해 쿼리를 수행하는 사용자와의 연결을 시뮬레이션하고 

응답시간 측정 

• 데이터 저장 속도: 즉각적인 사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러오는 프로세스 

측정 

설정 

 

퓨어스토리지는 전형적인 고객 벤치마크 툴을 사용해 FlashBlade 가 어떻게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분석솔루션의 확장성과 읽기 및 쓰기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시간당 처리된 

쿼리로 측정되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오라클®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RAC)를 구동하는 오라클®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ACFS) 상에 설치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를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다수의 서버에 걸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오라클 RAC 노드 수를 1 개에서 8 개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쿼리 실행 가속화: 오라클 RAC 노드가 추가됨에 따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리포팅 및 분석 쿼리 실행 시 

처리량이 3 GBps 에서 16 GBps 로 증가 

• 데이터 저장속도 가속화: FlashBlade 를 사용해,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 저장 속도를 최대 시간당 

13 테라바이트(TB)로 향상 

• 유연한 확장성: FlashBlade 를 사용하면 서버용량을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한 대의 FlashBlade 안에   

복수 개 워크로드와 데이터베이스 통합 

• 상시 암호화: 데이터의 압축 및 암호화 중에도, FlashBlade 솔루션은 높은 처리 속도 유지 

 

표 1. 데이터 웨어하우스 벤치마크 결과 

  

 

 

 

 

그림 1. 퓨어스토리지는 오라클®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RAC)를 구동하는 오라클®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ACFS) 상에

설치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다수의 서버에 걸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가용 용량은 3:1 의 데이터 절감율 가정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ACFS) 

지표 퓨어스토리지® FlashBlade® 

폼 팩터(서버 측 스토리지) 4U 

가용 용량 1,607 TB* 

데이터 절감율 3:1 

스캔 속도 16 GBps 

데이터베이스 로드 속도 시간당 13TB 

최대 읽기 처리 속도 500K IOPS 

 

오라클®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ACFS) 

오라클®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RAC) 노드 1~8 개 

오라클®  ASM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ACFS) 



 

 

 

 

 

퓨어스토리지와 함께 실행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상세 정보 
 

퓨어스토리지 FlashBlade 와 같은 올플래시 블레이드 스토리지와 함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시스템을 구동하면,  

기업은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도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및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오라클.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Modern Enterprise” www.oracle.com/thought-leaders/chuck-hollis.html. 

 

2       퓨어스토리지. “FlashBlade.” 2017 년 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pdf/datasheets/ps_flashblade_data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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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Blade®에서 구동되는 오라클® dNFS 에 대한  

퓨어스토리지의 테스트 결과와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의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www.purestorage.com/resources/type-a/oracle_analytics_with_dnfs_for_flashblade.html 

퓨어스토리지의 FlashBlade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purestorage.com/products/flashblade.html 를 확인하시거나,  

퓨어스토리지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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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urestorage.com/resources/type-a/oracle_analytics_with_dnfs_for_flashblade.html
http://www.purestorage.com/resources/type-a/oracle_analytics_with_dnfs_for_flashblade.html
http://www.purestorage.com/products/flashblade.html
http://www.purestorage.com/content/dam/purestorage/pdf/datasheets/ps_flashblade_data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