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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이 당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

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간신히 헤쳐 나가는 동안 참고 견뎌준 가족에게 고

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작업이었으며, 정말 놀랐던 것은 거의 

1년 동안 매일같이 나에게 드리워진 다가올 운명의 느낌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단락 단

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농담을 했다. 나는 아내와 외식하러 나갈 수도 있고, 그 대신 다른 

두 단락을 쓸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빨리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독자들

은 알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걸려 있는 우리 스스로 부과한 비구름을 

멀리서 바라보며 참아준 내 아내 질jill과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 케리 오스본Kerry Osborne 

이 책을 쓰느라 부엌 탁자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과 주말을 인내해준 내 아이들 브랜든

Brandon과 카리스Charis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 애들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진정 재

능 있는 작가인 내 딸 카리스는 매우 창조적이고 대담하다. 영리한 과학자이자 가족의 전

략가인 내 아들 브랜든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 애들이 젊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모든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일로 보일 때조차 나에게 창의력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쳐주었다. 사랑한다, 얘들아. 또한, 모든 용기와 지원을 준 것에 대해 나의 부

모님,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위해 항상 

거기 있어 주어 고맙다. 여기서 모든 이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말 안 해도 누군지 

감사
의

글



감사의 글 xiii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를 이 여행에 초대해준 케리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몇 년 전 내가 언젠가 책을 쓰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 분명 크게 웃었을 것이다. 그러

나 케리는 타성에 빠진 생활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멘토가 되어 주었

을 뿐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 랜디 존슨Randy Johnson

이 책은 내가 공동 집필한 최초의 책이다. 그러므로 내가 경력을 쌓는 동안 나를 돕고, 데

이터, 알고리즘, 컴퓨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열정을 지원해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나를 가르치고, 돕고, 충고를 준 적이 있다면, 그에 감사한다! 

아이였을 때부터 기술과 전자 장치, 컴퓨터에 대한 나의 흥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나의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연속으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

다보는 나를 온전히 정상적으로 받아준 내 아내 제니카Janika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 타넬 포더Tanel Põ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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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구매해준 독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작업했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독자들이 엑사데이터로 작업할 때 이 책이 유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제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개하려고 노력했으며, 개괄적 소개에서 시작하여 보다 특정

한 상세 기술 설명으로 나아갔다. 주제의 몇 부분은 엑사데이터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매우 

큰 밑그림을 보여주었고, 몇몇은 매우 기술적으로 상세히 쓰였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엑

사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책에서 제시된 기술 중 일부를 시도해본다면 좀 더 이해

가 쉬울 것이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문

서화되지 않은 파라미터와 기능을 사용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이것을 실제 운영시스템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는 조작 결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

아도 되는, 마음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작업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엑사데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탐색에 있어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특권적인 접근뿐 아니라, 오라클의 안팎에서 일하는 매우 고마운 사람

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목표로 하는 독자

이 책은 경험 있는 오라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엑사데이터 플랫폼에 관

련된 것을 제외하고, 오라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가 독자의 지식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가정을 했다는 뜻이다. 독자가 오라클 성능 튜닝의 

전문가라고 가정하지는 않았지만, SQL을 다루는 데 능숙하고, 기본적인 오라클 구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하
여

이 

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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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

2010년 봄, 엔키텍Enkitec은 엑사데이터 V2 쿼터 랙을 샀다. 우리는 그것을 델라스에 있는 

사무실의 조그만 컴퓨터실에 설치했다. 우리는 올림 바닥(전자계산기의 바닥을 2중으로 하여 

그 공간에 각 장치 사이의 케이블을 배선함_옮긴이)이나 멋진 어떤 것도 없었으나, 그 방은 자

체 공기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오라클로부터 제품 하나를 구매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오라클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고객이 있

었고, 당연히 그들의 신제품에 대해 방어적이었다. 우리는 이를 설치할 최고의 데이터 센

터도 없었고, 심지어 제품이 배송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적절한 전원 시설도 없었다. 어

쨌거나, 배송을 받은 직후 조나단과 랜디 그리고 나는 몇 번의 대화 끝에 Apress를 위해 

이 책을 쓰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는 이용 가능한 문서가 많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엑

사데이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찾아서 괴롭혀댔다. 

2010년 봄, Hotsos 심포지엄에서 만난 케빈 클로쏜Kevin Closson과 댄 노리스Dan Norris는 우리의 

많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고, 결국 케빈은 공식적인 기술 검토자가 되었다. 

그래서 랜디와 나는 여름부터 이른 가을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몸부림쳤다.

2010년 9월,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나는 타넬Tanel과 마주쳤고, 그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주었던 엑사데이터 사용 고객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저러하여 그 역시 공동 저

자로서 팀에 합류하는 것에 동의했다. 오픈월드에서 오라클은 새로운 X2 모델을 발표했

고,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이미 기술에서 뒤처져 버렸다.

2011년 1월, X2 플랫폼이 고객 사이트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엔키텍은 다시 기술에 투자

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X2-2 쿼터 랙의 부모가 되었다. 실제로는 이미 존재

하는 V2 쿼터 랙을, X2 하프 랙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하

고 두 가지 버전의 구성 요소를 혼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물론 문제는 없었지만) 살펴보

기에 좋은 방법처럼 보였다.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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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목표물

모든 새로운 소프트웨어처럼 엑사데이터도 2009년 말 소개된 이후로 급격한 진화를 겪었

다. 변화는 중요한 새로운 기능을 포함시켰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는 동안 소개했던 기능의 변경

으로 인해 여러 장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쳤다. 이 책에서 우리가 커버하려고 시도했던 마지

막 버전은 번들 패치 6를 적용한 11.2.0.2 데이터베이스 버전과 11.2.2.3.2 버전의 cellsrv

였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패치가 이루어졌고, 데이터베이스 버전과 패치 수준, cellsrv 버

전에 많은 가능한 조합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라.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문서화한 것과 

조금 다른 동작을 관찰하게 된다면, 이것이 잠재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하의 의견을 환영하며, 당신이 찾아내는 모든 불일치를 기꺼이 해결하겠다. 사

실, 이 책은 독자가 원고의 초안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Apress의 알파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쓰기 및 편집 과정에서 꽤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

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피드백을 고맙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제공한 상세하고 많은 정보

에 다소 놀랐다.

비공식 편집자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말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케빈의 한마디’가 

그렇다. 처음엔 이 책에 실제로 코멘트를 달아주는 공식 기술 검토자를 갖는다는 것이 조

금 이상했다. 그런 경우 누가 검토자의 글을 다시 검토하는가? 다행히도 프로젝트 초기에 

아럽 난다Arup Nanda가 비공식 편집자로 자원했다. 그래서 저자들이 서로의 원고를 일차로 

검토하였고, 이를 다시 케빈이 검토해주었다. 그리고서 아럽이 케빈의 논평을 포함한 모든 

것에 논평을 달았다. 또한, 오크 테이블 네트워크의 많은 회원들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프리스 호그랜드Frits Hoogland와 피터 바흐Peter Bach가 소중한 

의견을 제공했다.

책이 Apress의 알파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검토자들을 얻게 

되었다. 몇몇 사람은 이 형식으로 출판된 초기 버전을 토대로 피드백을 주었다.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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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던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이 명확해지도록 도왔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

다. 특히, 오라클의 타일러 무스Tyler Muth는 프로젝트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우리에게 매우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는 또한 리소스 관리(7장)에 관한 매우 상세한 

리뷰를 제공해준 슈 리Sue Lee 같은 오라클 내부 인력과 우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엔키텍Enkitec의 기술팀에게 감사하고 싶다. 랜디와 내가 (실제 우리 일을 하는 대

신에)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해이해지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왔

던 많은 이들이 있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매우 긴 관계로, 나는 그들의 이

름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만약 당신이 엔키텍에서 일했고, 지난 수년간 엑사데이터 

작업에 참여했었다면, 이 책에 기여한 것이다. 또한, 우리를 위해 많은 삽화를 만들어주었

던 팀 폭스Tim Fox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는 자신이 집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른 많은 

일에 손대고 있었음에도 우리를 도와주었다. 또한, 프로젝트의 주요 기여자였던 앤디 콜

빈Andy Colvin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낸다. 그는 여러 가지 지대한 역할을 했다. 첫째, 그는 새

로운 기능과 변경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는 것

을 포함한 테스트 환경 유지를 주로 담당해주었다. 둘째, 그는 랜디와 내가 책을 쓰느라 

바쁜 동안에 엑사데이터를 적용하려는 우리 고객의 일을 봐주기도 했다. 셋째, 그는 우리

가 설치, 설정 그리고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에 대해 여러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없었다면 프로젝트 완료는 힘든 일이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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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썼을까?

이 책은 세 명의 저자가 썼다. (케빈까지 더하면 네 명) 이것은 정말 우리 네 명의 공동 노력

이었다. 우리는 일을 나누기 위하여 각자 여러 장을 작업하는 데 동의하였다. 처음에는 랜

디와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곧 타넬이 참여하였다. (그는 과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

벼운 짐을 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게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연구를 도와주었다. 이는 팀에

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여기에 각자 분배한 내용이 있다.

케리: 1~6, 10, 16장

랜디: 7~9, 14~15장 그리고 대략 13장의 절반

타넬: 11~12장 그리고 대략 13장의 절반

케빈: “케빈의 한마디”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온라인 자료

우리는 이 책에서 약간의 스크립트를 사용했다. 스크립트가 짧거나 혹은 그럴 필요가 있

다고 느꼈을 때 본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스크립트가 너무 길거나 혹은 그다지 흥미

롭지 않다면 때때로 스크립트의 내용을 본문에서 제외했다. 책에서 사용했던 모든 스크

립트의 소스 코드는 온라인 www.ExpertOracleExadata.com에서 얻을 수 있다. 부록 C

에 짧은 설명과 함께 모든 진단 스크립트의 목록을 포함했다.

“케빈의 한마디”에 대하여

케빈 클로쏜Kevin Closson은 이 책을 위해 주요 기술 검토자 역할을 했다. 케빈은 오라클에서 

나중에 엑사데이터로 바뀐 SAGE 프로젝트의 성능 아키텍트 수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엑

사데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렇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단히 박학다식했다. 

기술적인 검토자로서 그의 임무는 우리가 쓴 것을 검토하고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절차는 우리가 각 장의 초안을 보내면, 케빈이 그것을 검토하고 논평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다소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 케빈의 논평 중 일부를 책

에 포함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케빈은 많은 내용을 몇 마디 단어

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독특한 화법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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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짧은 논평 혹은 이메일을 여러 번 보낸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주제에 익숙하게 된 

후 종종 그것들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기를 권

한다. 각 장을 배울 때마다 그의 논평을 읽고, 학습을 끝마친 후에 되돌아와 다시 한번 그

의 논평을 읽어보라. 나는 두 번째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테스트 방법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최신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는 11.2.0.1이었다. 그러므로 여

러 장은 최초 해당 버전의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셀에 여러 패치 단계를 적용한 상태

에서 테스트되었다. 11.2.0.2가 나왔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테스트했다. 테스트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면 모두 지적하려고 노력했으나, 몇몇 부분은 11.2.0.2가 나올 때

까지 작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부분들은 11.2.0.1과의 차이점을 언급할 수 없었다. 또

한, 테스트를 위해 V2와 X2 하드웨어를 조합하여 사용했으며, 기본적으로 X2가 더 빠르

다는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다.

스키마와 테이블

독자들은 책 전반에 걸쳐 예제에 사용된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예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상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다른 테이블도 사용하였으나 가장 자주 사용된 것은 아래 두 테이

블이다. 타넬은 아래와 같은 T라는 테이블을 사용했다.

SYS@SANDBOX1> @table_stats
Owner : TANEL
Table : T
 Name                                      Null?    Type
 ----------------------------------------- -------- ----------------------------
 OWNER                                              VARCHAR2(30)
 NAME                                               VARCHAR2(30)
 TYPE                                               VARCHAR2(12)
 LINE                                               NUMBER
 TEXT                                               VARCHAR2(4000)
 ROWNUM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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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Statistics
==========================================================================
TABLE_NAME                    : T
LAST_ANALYZED                 : 10-APR-2011 13:28:55
DEGREE                        : 1
PARTITIONED                   : NO
NUM_ROWS                      : 62985999
CHAIN_CNT                     : 0
BLOCKS                        : 1085255
EMPTY_BLOCKS                  : 0
AVG_SPACE                     : 0
AVG_ROW_LEN                   : 104
MONITORING                    : YES
SAMPLE_SIZE                   : 62985999
-----------------
==========================================================================
  Column Statistics
==========================================================================
 Name     Analyzed       NDV      Density  # Nulls   # Buckets   Sample
==========================================================================
OWNER    04/10/2011       21      .047619  0         1           62985999
NAME     04/10/2011     5417      .000185  0         1           62985999
TYPE     04/10/2011        9      .111111  0         1           62985999
LINE     04/10/2011    23548      .000042  0         1           62985999
TEXT     04/10/2011   303648      .000003  0         1           62985999
ROWNUM   04/10/2011      100      .010000  0         1           62985999

나는 SKEW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의 여러 변형을 사용했다.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한 

것은 SKEW3이고, 다음과 같다.

SYS@SANDBOX1> @table_stats
Owner : KSO
Table : SKEW3
Name                                      Null?    Type
----------------------------------------- -------- ----------------------------
PK_COL                                             NUMBER
COL1                                               NUMBER
COL2                                               VARCHAR2(30)
COL3                                               DATE
COL4                                               VARCHAR2(1)
NULL_COL                                           VARCHAR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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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Statistics
==============================================================================
TABLE_NAME                    : SKEW3
LAST_ANALYZED                 : 10-JAN-2011 19:49:00
DEGREE                        : 1
PARTITIONED                   : NO
NUM_ROWS                      : 384000048
CHAIN_CNT                     : 0
BLOCKS                        : 1958654
EMPTY_BLOCKS                  : 0
AVG_SPACE                     : 0
AVG_ROW_LEN                   : 33
MONITORING                    : YES
SAMPLE_SIZE                   : 384000048
-----------------
==============================================================================
  Column Statistics
==============================================================================
Name        Analyzed        NDV     Density  # Nulls     # Buckets   Sample
==============================================================================
PK_COL     01/10/2011  31909888     .000000  12          1           384000036
COL1       01/10/2011    902848     .000001   4          1           384000044
COL2       01/10/2011         2     .500000  12          1           384000036
COL3       01/10/2011   1000512     .000001  12          1           384000036
COL4       01/10/2011         3     .333333  12          1           384000036
NULL_COL   01/10/2011         1    1.000000  383999049   1           999

행운을 빌며

우리는 엑사데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가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독자들도 우

리가 그랬던 것처럼 탐험을 즐기길 바라며, 이 책이 독자의 지식 체계를 생성하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나는 우리가 이제 막 엑사데이터가 열어젖힌 가능성을 ‘수박 겉핥기’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독자의 탐색에 행운을 빌며, www.ExpertOracleExadata.com

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올리고 독자가 발견한 것들을 우리와 공유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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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사데이터는 오라클의 미래다

가트너 그룹은 2015년경이면 전체 기업의 절반이 엑사데이터와 같은 어플라이언스 시스

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점과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IT 인프라를 살펴보자.

메인프레임의 시대가 끝나고 상호 연결과 이식이 자유로운 오픈 시스템이 대세가 되면서 

IT 현장에서 여러 벤더의 제품과 오라클 같은 S/W를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

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오픈 아키텍처는 메인프레임과 달리 표준화된 개방형 아키텍처이

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며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리눅스로 촉발된 오픈 소스 운동과 더불어 더욱 성능이 향

상된 x86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때마침 

오라클은 10g 버전을 출시하면서 그리드 컴퓨팅을 강조했으며, 여러 대의 저렴한 시스템

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차세대 프로

젝트에 나가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곤 했다.

첫째, 저렴한 H/W를 묶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RAC를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고가용

성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스템 확장은 여전히 과거와 같이 더 높은 

스펙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스케일 업scale-up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초기 구축 비용뿐만 아

니라 추후 증설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등 고비용을 요구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둘째, 여

러 벤더의 제품을 조합하는 것이 유연함을 제공하였을지 몰라도 최적화나 구성의 복잡

성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서로 다른 벤더의 H/W와 S/W를 조합할 경우 네트워크 

머리
말

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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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OS 커널 최적화, DBMS 최적화 등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

해 원래 벤더에서 약속했던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특정 구간에 병목이 생기는 문제도 

속출했다. 또는 OS의 패치 작업으로 인해 DBMS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엑사데이터는 이 모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주지하다시피 엑사데이터

는 SUN의 하드웨어에 오라클의 DBMS를 통합하여 일체형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모든 

하드웨어 구성은 사전에 이중화되어 출시되며, OS 커널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까

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기에 별도의 설정이나 최적화 과정이 필요 없다. 제품이 배송

되는 즉시 포장을 열어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IP 주소를 지정하는 간단한 작업만

으로 최적화된 구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확장성 측면에서도 엑사데이터는 오라

클의 RAC와 ASMAutomatic Storage Management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랙에 추가 노드를 증설

하는 것만으로도 성능과 용량을 증설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엑사데이터는 단순히 H/W와 S/W를 

통합하여 제공할 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단순히 통합하여 유지보수를 단순화한 것 이

외에도 오라클은 오프로딩(스마트 스캔)과 하이브리드 컬럼너 압축을 제공하여 기존 오라

클 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갈수록 증가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압축하여 스

토리지 비용을 절약해준다. 

엑사데이터 성능 향상의 비밀은 스토리지의 cellsrv에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 시

스템과 달리 오라클은 DBMS와 통신하여 그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스토리지

에 부여했다. 스토리지는 DBMS가 요구하는 SQL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최적화를 실시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반환한다. 이러한 스마트 스캔

을 통한 최적화는 주로 full scan으로 처리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리포팅 시스템 등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OLTP의 경우 이러한 스마트 스캔의 이점을 누릴 수는 없지만, 오라클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 플래시 캐시를 제공하여 OLTP의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컬럼너 압축EHCC도 기존의 ILM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을 혁명적인 방법이다. 

그동안 역자가 컨설팅하면서 느낀 점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데이터라도 때때로 현

업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프라 관점에서 언제까지나 과거의 대용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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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가의 스토리지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EHCC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한다. 최근에 빅 데이터 흐름을 살펴봐도 기존 기업에 쌓인 운영 데이터는 금광에 비유할 

수 있다. 보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보관하지 못했던 모든 데이터를 더 저렴한 비용에 보관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데이터에서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OLTP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계 시스템과 리포팅이나 OLAP 등 OLTP에서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W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며, 야간에 ETL을 통하거

나 CDC 등을 통해 운영계 시스템의 데이터를 DW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렇게 분리된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데이터 저장에 소요되는 

스토리지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ETL로 가져와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었다. 이제는 실시간 분석을 해야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엑사데이터는 콘솔리데이션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 이원

화된 시스템을 한 대의 거대한 엑사데이터로 통합한다면, 복잡한 ETL이나 CDC 과정이 

불필요하며 실시간 분석도 가능해진다. 물론 리소스 공유에 따른 성능이나 보안, 유지보

수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엑사데이터는 이에 대해 여러 시스템을 통합할 때 따

르는 리소스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리소스 관리자Resource Manager에 I/O 리소스 

관리 기능IORM을 추가했다. 아마 곧 출시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를 탑재한 엑사데이

터 버전이 나온다면 콘솔리데이션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역자가 지금까지 엑사데이터가 가지는 의의와 장점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미래의 IT 환경

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뤄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실시간 분석을 요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동안 우리의 IT 인프라는 너무 복잡해졌다. 오라클 DBMS만 하더라도 전문 컨설턴트

들조차 그 기능의 30%밖에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으며, 이를 다시 메인프레임 시절처럼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물론 오픈 시스템의 장점인 저비용과 확장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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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사데이터가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오라클 고객들의 레거시 

환경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반감될 것이다. 다행히 엑사데이터의 데이터베이

스 부분은 기존 오라클 엔진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이나 튜

닝 방법론, 관리 방법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차이점도 일부 존재한다.) 즉, 

엑사데이터라고 하여 기존 오라클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오라

클을 사용하던 고객이라면 엑사데이터로 이전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을 읽기 위해 반드시 접속 가능한 엑사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기존 오라클과 엑사데이터의 차이점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다. 현장에서 3

년 이상의 오라클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을 것

이다.

먼저 1~5장, 16장은 엑사데이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으로, 개발자, DBA, 성

능 전문가, 의사결정권자 등 모든 사람이 읽어봐야 한다. 엑사데이터로의 마이그레이션 

및 콘솔리데이션에 관심이 있다면 추가로 6장, 7장, 13장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6장과 7

장을 통해 콘솔리데이션 환경에서의 병렬 쿼리와 리소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3장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소개하는 장으로 마이그레이션 담당자뿐만 아니라 

DBA도 일독할 것을 권한다. 8, 9, 14, 15장은 엑사데이터의 구성과 복구, 스토리지, 컴퓨

트 노드에 대한 장으로 엑사데이터 관리를 담당할 DBA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만약 독자가 성능 튜닝이나 엑사데이터의 내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10, 11, 12장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엑사데이터의 대기 이벤트와 성능 통계 항목을 통해 엑사데이터의 

성능을 분석하고 트러블슈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12장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관리자EM를 통한 성능 모니터링 방법을 담고 있다. EM을 사용하면 엑사데이터의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한결 용이해지므로 EM 환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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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먼저 이 책의 번역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즈베이스의 박태욱/전한태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오라클 기술 서적의 집필과 번역을 하고 있는 위즈베이

스 북 클럽의 동료들(이건택, 나장근, 유원석, 류상우 이사님, 심정훈, 김선경 수석, 정병관 책임, 

유주환 선임)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북 클럽을 통해 양질의 기술 서적들이 출간될 

예정이니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책이 출간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 이 책의 번역을 제안했을 때 

가능성을 알아봐주시고 출간을 흔쾌히 받아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오라클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인 엑사데이터에서 H/W 및 네트워크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신규 용어와 기술적 표현이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교정 작업에 애써주신 제이펍의 이슬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밤늦게 그리고 주말에도 작업하

느라 함께 해주지 못했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혹시 이 책을 읽다가 번역 오류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카페(http://cafe.naver.com/

expertoracleexadata)를 통해서 역자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물론 엑사데이터에 대한 어떠

한 질문도 환영한다.

2013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역자 김주현



1C H A P T E R

1

여러분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다는 것은 이미 의심할 바 없이 엑사데이터(Exadata)가 무엇

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저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엑사데이터는 오라클 데이

터베이스(이 책을 쓸 시점에는 11g 릴리스 2 버전)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미리 구성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제공하는 것이다.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은 스토

리지 하부시스템을 포함하므로 스토리지 계층에서 수행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

요가 있었다. 이것은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

다. 사실 엑사데이터는 태생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제품 개발

에 참여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엑사데이터 혹은 

SAGE(Storage Appliance for Grid Environments)라고 부르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SAGE는 프로젝트를 위한 코드명이었다).

엑사데이터는 원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흔한 병목현상인 디스크 스토리지 시스템

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오라클의 비지니스는 주로 지능형 캐싱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해 매우 

빠른 엑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이러한 기술들을 효과적으

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캐시하는 기술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자, 오라클은 스토리

지 계층과 데이터베이스 계층 사이의 병목현상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엑사데이터란  

무엇인가?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2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었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최소

화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역폭을 위해 파이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비록 많은 컴포넌트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나치게 단순화한 감이 있긴 하지

만, 우리는 인피니밴드(InfiniBand)1를 더 큰 파이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병목을 최소화하

는 두 번째 방법은 전송될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그들은 스마트 스캔(SmartScan)을 

사용하여 이것을 해결했다. 이 두 가지 기술의 조합은 매우 성공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다. 의심할 바 없이 스마트 스캔을 통해 이들 계층 간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 있다.

  케빈의 한마디

저자들은 DW/BI 부하로 인한 스토리지와 CPU 사이의 전통적인 병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확한 접근법의 목

록을 제시했다(즉, 기본 요구는 가능한 한 코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커널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순수 컴퓨터 공

학의 관점에서 보면, 스토리지와 CPU 사이에 데이터 흐름의 일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shared-nothing” MPP 접근법 같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데이터를 함께 위치시키는 것이다. 반면 저자들

이 오라클이 이미 폐기한 선택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본 소개 장에서 엑사데이터를 이루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검토할 것

이다. 또한,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데

이터베이스 서버가 스토리지 서버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다른 

플랫폼과는 매우 다르게 처리되므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또한 몇 가지 역사적 전후 사정도 제공할 것이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여러분은 모든 요소

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엑사데이터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

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한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장에서 세운 뼈대에 상세한 

내용을 덧붙일 것이다.

1  역주   인피니밴드는 전화교환기처럼 서버와 주변기기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스위치 기반 네트워크로 연결해 

한 번에 수천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다. 서버 간 연결은 컴퓨팅 성능을 확산시키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고성능 컴퓨팅 간에 좀 더 긴밀한 연결이 가능해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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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의 한마디

내 생각에는 엑사데이터에 관심 있는 오라클 환경의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ing) 및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Business Intelligence) 종사자는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의 다른 부분을 알기 전에 셀 오프로드 처리

(Cell Offload Processing)의 기초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엑사데이터의 다른 모든 기술 요소들은 단지 셀 오프로

드 처리를 가능케 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엑사데이터 인피니밴드 구성 요소에 대해 너무 일찍 많은 관

심을 갖는 것은, 확실히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재료를 꼼꼼히 

조사하기 전에 케이크 전체를 먼저 맛보는 게 더 나은 드문 경우 중의 하나이다. 내가 엑사데이터라는 주제로 교

육을 할 때는, 셀 오프로드 처리를 주제로 시작하며, 다음의 네 가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친다.

셀 오프로드 처리(Cell Offload Processing):   이 작업은 스토리지 서버에서 수행되며, 스토리지 서버에서 수행될 

수 없다면 데이터베이스 그리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스마트 스캔(Smart Scan), 데이터 파일 초기화, RMAN 오

프로드, 하이브리드 컬럼너 압축(Hybrid Columnar Compression, HCC), 압축해제(in-memory 병렬 쿼리가 관련되

지 않는 경우)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스마트 스캔(Smart Scan):   데이터 웨어하우스/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수

적인 셀 오프로드 처리이다. 스마트 스캔은 오프로드 필터 처리(offloading filtration), 프로젝션(projection), 스

토리지 인덱스(Storage Index) 이용, 그리고 HCC 압축해제를 대행 처리한다.

Full Scan 또는 Index Fast Full Scan:   스마트 스캔을 일으키기 위해 쿼리 옵티마이저에 의해 선택된 접근 경로2

Direct Path Reads:   스마트 스캔을 위해 필요한 버퍼링 모델. 스마트 스캔으로부터의 데이터 흐름은 SGA 버

퍼 풀(Buffer pool) 내에 버퍼링될 수 없다. 직렬(serial)과 병렬(parallel) 쿼리 모두 Direct path read로 수행될 수 

있다. Direct path read는 프로세스 PGA(heap) 내에 버퍼링된다.

2  역주   스마트 스캔은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의 Full Scan이나 Index Fast Full Scan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히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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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엑사데이터의 개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림 1-1은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을 구성

하는 부품을 상위 레벨에서 보여준다.

11gR2 / ASM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서버

cellsrv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

iDB / RDS

인피니밴드

그림 1 - 1  상위 레벨 엑사데이터 구성요소

엑사데이터를 고려할 때, 머리속으로 전체 시스템을 스토리지 계층과 데이터베이스 계층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유용하다. 이 계층은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

어 있다. 인피니밴드는 낮은 지연시간(low–latency), 높은 처리량(high–throughput)의 스위치

로 된 패브릭 통신 링크를 제공한다. 인피니밴드는 고장에 대비한 이중화(redundancy)와 전

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링크의 결합(bonding)3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표준 오라

클 11gR2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여러 대의 SUN 서버들로 이루어져 있다. RAC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RAC 클러스터로 구성되

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은 스토리지를 매핑하기 위해 ASM을 사용한다. 심지어 RAC

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일지라도 ASM은 필요하다. 스토리지 계층 또한 여러 

SUN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스토리지 서버는 12개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고 있

으며, 오라클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cellsrv)를 실행한다. 이들 계층 간의 통신은 인피니

밴드를 사용하여 구현한 네트워크 기반 프로토콜인 iDB를 통해 수행된다. iDB는 cellsrv에 

요청(predicate 포함)에 대한 메타데이터4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보내는 데 사용된다. 

3  역주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랜카드를 묶어서 하나처럼 사용하는 것을 채널 본딩이라고 한다.

4  역주   iDB 프로토콜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SQL 조건절 등을 포함한 메타 정보를 스토리지 서버로 보내며, 스토리지 

서버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 스캔을 수행한다(자세한 사항은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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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cellsrv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에 결과를 되돌려 보내기 전에 데이터를 처리하

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cellsrv가 위에 설명한 것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이를 

스마트 스캔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계층에 전송될 데이터의 양을 크게 감

소시키게 된다. 스마트 스캔을 사용할 수 없을 때, cellsrv는 전체 오라클 블록을 반환한다. 

iDB는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원격 직접 

메모리 접근(RDMA)을 사용함으로써 커널 호출을 우회하며 낮은 지연시간을 가진 RDS 프

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1.2  엑사데이터의 역사

엑사데이터는 최초 출시된 2008년 말 이래로 다수의 중요한 변화를 거쳐왔다. 사실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동안 플랫폼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제품의 혈통을 간략히 되짚어보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

펴볼 것이다.

  케빈의 한마디

나는 여기서 몇 가지 역사적 관심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엑사데이터에 앞서, V0로 간주할 수 있는 SAGE 

(Storage Appliance for Grid Environments)가 먼저 존재했다. 사실, 2008년 오픈월드에서 휴렛 팩커드와 함께 

공동 브랜드 제품으로 출시할 때,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이 엑사데이터라는 이름을 부여하기 불과 몇 주 전까

지는 SAGE로 불렸다. 최초로 구현된 SAGE는 휴렛 팩커드 전용이었지만,그때만 해도 오라클은 휴렛 팩커드 전

용으로 이 제품을 출시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당시 오라클이 인수를 시도 중이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를 통해 마침내 탄생될 최종 전용 제품까지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사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대한 확고한 리눅스 운영체제 요구사항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썬의 인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도 HP-UX 아

이태니엄에 iDB를 포팅하기 위한 개발 노력은 막바지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SAGE의 진화는 그보다 훨씬 더 앞

서 있었다.

V1: 2008년 말에 출시된 최초의 엑사데이터다. HP 하드웨어와 오라클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V1이라고 명명되었다. 아키텍처는 V2 버전에 추가된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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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Flash Cache)를 제외하고는 현재 X2–2 버전과 유사했다. 엑사데이터 V1은 전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으로 판매되었다.  제품은 흥미로웠으나 널리 채택되지는 못

했다. 또한 과열로 인한 문제를 겪었다. 가장 흔하게 들었던 것은 제품의 캐비닛 꼭대

기에서 달걀 프라이도 해먹겠다는 소리였다. 오리지널 V1 고객의 다수는 그들의 V1s

를 V2s로 교체하였다.

V2: 2009년 오픈월드에서 두 번째 버전의 엑사데이터가 발표되었다. 이 버전은 SUN

과 오라클의 합작품이었다. 발표가 되었을 때, 오라클은 이미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었다. 많은 부품들이 더 크거나 더 빠른 버전으로 업그레

이드되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당한 양의 solid–state(SSD) 기반 스토리지의 추가

였다. 스토리지 셀은 384G의 엑사데이터 스마트 플래시 캐시로 개선되었다. 또한, 소

프트웨어는 이 새로운 캐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러한 캐시 추가로 오라

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 이상의 플랫폼으로 마케팅하여 더 큰 시장을 열 수 

있게 되었다.

X2: 엑사데이터의 세 번째 버전으로 2010년 오픈월드에서 공개되었으며 X2로 명명되

었다. 사실 X2는 두 개의 버전이 있다. X2–2는 8개의 듀얼–CPU 데이터베이스 서버

를 가졌던 V2와 같은 청사진을 따르고 있다. CPU는 쿼드코어 CPU를 사용했던 V2s

에서 헥사코어 모델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다른 X2 모델은 X2–8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8×8 코어 CPU와 1TB의 대용량 메모리를 가진 더 큰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도입하여, 

작은 1U짜리 데이터베이스 서버 모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X2–8은 주로 더 크고 많

은 CPU 코어와 더 큰 메모리 모듈을 장착한 덕분에 대용량 OLTP 혹은 혼합 워크로

드 시스템을 위한 더 신뢰성 있는 플랫폼으로 판매되었다.

1.3 엑사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관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엑사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히 단조로운 설명을 

제공했다. 그러나 장님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유명한 이야기처럼, 엑사데이터의 본질에 대한 

많은 상충되는 생각이 있다. 우리는 이번 절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을 다룰 것이다.



CHAPTER 1    엑사데이터란 무엇인가? 7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종종 엑사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Data Warehouse Appliance)로 묘사된

다. 반면 오라클은 엑사데이터가 이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는 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설명일 것이다. 오라클은 많은 변경 없이도 고객이 손쉽

게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밀접하게 통합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DW 어플라이언스의 이해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본

질은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설정 가능한 단자가 많지 않

은 전통적인 DW 어플라이언스에 역행한다. 그러나 DW 어플라이언스와 엑사데이터 사이

에 공유되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도 있다.

뛰어난 성능: 일반적으로 엑사데이터와 DW 어플라이언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데이

터 웨어하우스 형태의 쿼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빠른 배치: DW 어플라이언스와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은 모두 매우 빨리 배치

할 수 있다. 엑사데이터는 미리 설정이 되어 나오므로, 일반적으로 고객이 배송 받은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작동 가능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주가 걸리는 일반 

오라클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배치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된다.

확장성: 양쪽 플랫폼 모두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다. 엑사데이터의 업그레이드는 분리

된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프 랙(half rack) 구성에서 풀 랙(full rack)으로 업그레

이드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 맞춰 전체 디스크 처

리량이 증가된다.

TCO5감소: 이것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엑

사데이터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가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DW 어

플라이언스와 엑사데이터는 둘 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총 소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이하게도 엑사데이터의 경우는 더 작은 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로도 주

어진 작업 부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사의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을 수

5  역주   total cost of ownship의 약어. 1997년 미국의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 그룹(Gartner Group)에서 발표한 것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화 비용에 투자 효과를 고려하는 개념의 용어이다. 즉,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단순히 초기 투자 비용만이 아니라 도입 후의 운영이나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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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평가 옵션에 비해 엑사데

이터를 적용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결론지은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다.

고가용성: 대부분의 DW 어플라이언스는 최소한 어느 정도 고 가용성(HA)을 지원하

는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엑사데이터는 표준 오라클 11g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기 때문

에 오라클이 개발한 모든 HA 기능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는 어떠

한 단일 고장점6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전 설정(Preconfiguration): 엑사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 배송되면, 초기 구성을 돕기 

위해 SUN의 엔지니어가 예약된다. 이것은 전체 랙이 배선되고 기대한 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DW 어플라이언스처럼 부품을 통합하

기 위한 작업은 이미 되어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치 않다.

제한적인 표준 설정: 대부분의 DW 어플라이언스는 아주 제한된 설정 항목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소형, 중형, 대형). 엑사데이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는 단지 4가지 

설정만 가능하다. 이것은 기술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지원을 요청하고 당신이 

X2–2 하프 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면, 지원하는 사람들은 즉시 고객의 하드웨어

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얼마나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람과 고객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많은 특징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엑사데이터를 DW 어플라이언스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엑사데이터가 지난 수년간 오라클에 내장된 모든 기능

들을 갖춘 완전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

이스에서 수행되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일반적인 DW 어플

라이언스는 처리할 수 없는 고도의 동시성을 요구하는 혼합 부하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서 말이다.

6  역주   단일 고장점(single point of failure, SPOF)은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동작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랜카드나 전원부, 디스크 등이 있을 수 있다. 엑사데이터는 이러한 단일 고장점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중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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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의 한마디

엑사데이터가 어플라이언스냐 아니냐는 사람들이 엑사데이터가 무엇인지 상상할 때 일반적으로 혼란을 주는 주

제다. 오라클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은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다. 그러나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 셀을 

구성하는 스토리지 그리드는 어플라이언스다.

OLTP 머신

이 설명은 더 넓은 시장 영역에서 엑사데이터의 저변 확대를 겨낭한, 약간은 마케팅적인 전

략이다. OLTP 머신이라는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엑사데이터에 붙여진 몇몇 

다른 별명들처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인용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이다.’에서 ‘이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달려있다.7

- 빌 클린턴

같은 맥락에서, OLTP(온라인 트랜잭션 처리)는 약간은 느슨하게 정의된 용어다. 우리는 일반

적으로 매우 지연에 민감하고 인덱스를 통한 싱글 블록 엑세스의 특징을 가진 부하를 묘

사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OLTP 시스템의 하위 집합 중에는 매우 쓰기 집약적이며, 

매우 많은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도의 동시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엑사데이터는 이

러한 쓰기 집약적인 부하를 처리하기에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그

러나 이러한 쓰기 집약적인 분야에 딱 들어맞는 시스템은 매우 극소수라는 것에 주목할 가

치가 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장기 수행되며 총 처리 능력(throughput)에 민감한 SQL 구

문과 매우 짧고 지연에 민감한 SQL 구문이 혼합되어 있다. 이는 엑사데이터의 다른 관점으

로 우리를 이끈다.

7  역주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청문회 검사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다. 여기서는 

엑사데이터를 OLTP 머신으로 보는 것은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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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리데이션 플랫폼

이 설명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기 위한 잠재적인 플랫폼으로써 엑사데이터를 말해

준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복잡성과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킴에 따라 총 소유 비용(TCO) 관

점에서 유지 보수해야 할 시스템의 수를 감소시켜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서버의 수를 감

소시켜서 전력 사용량과 데이터 센터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와 유지 보수 비용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것이 엑사데이터를 보는 올바른 방법이다. 엑사데이터에 통합

된 기능의 조합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부하 프로파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비록 완벽한 

OLTP 머신은 아니지만, 플래시 캐시(Flash Cache) 기능은 OLTP 위주의 부하를 위한 낮은 

지연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제공한다. 스마트 스캔 최적화는 높은 처리량의 DW 위주의 부

하를 위해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준다. 플랫폼에 통합된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 옵

션8은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사항이 동일 플랫폼에서 충족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실 

이런 기능의 가장 긍정적인 점 중 하나는 현재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장기 수행 쿼리가 지연

에 민감한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OLTP 시스템의 데이터를 DW 시스템으

로 옮기는 엄청난 양의 작업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이다.9 단순히 한 플랫폼에서 다

른 곳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은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 이 점에서 

엑사데이터의 기능은 이러한 과정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1.4  설정 옵션

엑사데이터는 이미 설정된 통합 시스템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적다. 이 책을 쓸 시점에는 쓸 수 있는 4개의 엑사데이터 버전이 있었다. 그것들은 다른 모델

명을 가진 2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나눠진다(바로 X2–2와 X2–8). 두 모델의 스토리지 계층과 

네트워크 부품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다르다.

8  역주   자원 관리자가 OLTP와 DW가 함께 수행될 때 서로 영향을 적게 주도록 자원을 잘 관리해준다는 의미다.

9  역주   보통 회사에서는 서로 간섭을 주지 않도록 OLTP와 DW 처리용 머신이 따로 존재하며, DW에서 분석하기 위해 OLTP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복제해주어야 한다.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면 한 대로 OLTP와 DW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복제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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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X2-2
X2–2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쿼터 랙(quarter rack), 하프 랙(half rack), 풀 랙(full rack)이

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기에, 나중에 쿼터 랙에서 하프 랙으로, 하

프 랙에서 풀 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여기에 알아두어야 할 다른 옵션들이 있다.

쿼터 랙(Quarter rack): X2–2 쿼터 랙은 2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3개의 스토리지 서

버로 되어 있다. 고용량 버전은 일반 이중화(normal redundancy)10로 설정되었을 경우 

대략 33TB의 가용한 디스크 공간을 제공하며, 고성능 버전은 일반 이중화로 설정되

었을 경우 대략 고용량 버전의 삼분의 일쯤 되는 10TB의 가용한 공간을 제공한다.

하프 랙(Half Rack): X2–2 하프 랙은 4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7개의 스토리지 서버로 

되어 있다. 고용량 버전은 일반 이중화로 설정되었을 경우 약 77TB의 가용한 디스크 

공간을 제공하며, 고성능 버전은 일반 이중화로 설정되었을 경우 대략 23TB의 가용

한 공간을 제공한다.

풀 랙(Full Rack): X2–2 풀 랙은 8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14개의 스토리지 서버로 되

어 있다. 고용량 버전은 일반 이중화로 설정되었을 경우 약 154TB의 가용한 디스크 

공간을 제공하며, 고성능 버전은 일반 이중화로 설정되었을 경우 약 47TB의 가용한 

공간을 제공한다.

   노트 

가용한 공간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추정했는지 여기에 제시하겠다. 우선 실제 디스크의 크기에서 OS 및 DBFS 공

간으로 29GB를 뺐다. 실제 디스크 크기를 고용량은 1,861GB로 고성능 드라이브는 571GB로 가정하면, 각각 

1,833GB와 543GB가 된다. 이 수치에 랙의 디스크 수를 곱하라(36, 84 혹은 168). 가용한 공간을 얻기 위해 일반 

이중화를 했는지 높은 이중화를 했는지에 따라 각각 2와 3으로 나누라. asmcmd 보고서의 “usable free mb”

는 failgroup이 손상되었을 경우 리밸런스(rebalance)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라

(req_mir_free_MB). asmcmd의 lsdg에서 가용한 파일 공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ree_MB / redundancy - (req_mir_free_MB / 2)

10  역주   보통 서버 시스템들은 디스크 손상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중복하여 저장한다. 중복성이 높을수록 더 안전한 대신에 

가용한 저장 공간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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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와 풀 랙은 다중 랙 설정이 가능하도록 추가 랙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이러한 구성에는 스파인 스위치(spine switch)11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인피니밴드 스위치

가 있다. 이것은 추가 랙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연결하고자 하는 랙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케이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8개의 랙을 연결하기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접속부가 있다. 여러 랙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랙에 걸쳐서 단일 RAC 데이터베이스로 묶

거나 여러 대의 작은 RAC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15장에 여러 개의 랙 연결에 대한 자

세한 정보가 있다.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X2-8
현재 X2–8는 2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14개의 스토리지 셀을 가진 단 하나의 버전만 있

다. 그것은 X2–2 풀 랙과 사실상 같지만 X2–2에 사용된 8개의 더 작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대신에 2개의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했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스토리지 서버

와 네트워킹 부품은 X2–2 모델과 완전히 동일하다. X2–8 전용으로 가능한 업그레이드는 

없다. 만약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면 스토리지 셀을 더 추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선

택 사항은 다른 X2–8을 추가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

쿼터 랙과 하프 랙은 용량 추가를 위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현재 업그레이드에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하프 랙을 풀 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쿼터 랙을 하프 랙으로 업

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런 선택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 사이의 상대적

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약을 둔 것이다. 이런 업그레이드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업그레이드를 주문한다면, 개별 부품들이 큰 화물 운반대로 귀하의 사이

트에 배송되고, 랙에 부품을 설치하도록 SUN 엔지니어가 예약된다. 랙 레일과 케이블을 포

함한 모든 필요한 부품들이 거기 있다. 불행히도 케이블에 사용할 라벨은 안드로메다에서 

오는지 너무 늦게 왔다. 우리 실험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을 때, 라벨이 부족해서 며칠 동

안 손가락만 빨았다.

11  역주   네트워크상에서 척추 역할을 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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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를 하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스파인 스위치로 구성된 추가 인피니밴드 스위치와 함

께 2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4개의 스토리지 서버를 포함한다. 하프를 풀로 업그레이드 하

는 것은 4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7개의 스토리지 서버를 포함한다. 하프 랙에 이미 스파

인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인피니밴드 스위치는 필요 없다. 이미 존재하는 랙에 

독립적인 스토리지 서버만 홀로 추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비록 균형있는 설정이라는 철

학에는 위배되지만, 오라클에서는 이를 허락했다. 기묘하게도 그들은 남는 공간(예를 들어 쿼

터 랙이나 하프 랙처럼)이 있더라도 기존 랙에 스토리지 서버를 놓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에 대해 주목해야 할 다른 몇 가지가 있다. 많은 회사들이 엑사데이터 V2 시스

템을 구매해서 업그레이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절차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

오른다. 하나는 기존의 V2 구성 요소와 최신 X2–2 서버를 혼용하여 수용 가능한지와 관련 

있다. 답은 ‘예스’다. 그 둘을 섞어도 좋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우리는 V2(원래의 쿼터 랙)

와 하프 랙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X2–2 서버를 섞어 구성했다. 우리는 X2–2 부품을 가

진 다른 독립 쿼터 랙을 사는 대신, 다른 선택 가능한 옵션인 기존 시스템을 하프 랙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자주하는 다른 질문은 아직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CPU 여유가 많이 남아 있을 때 디스크 공

간을 다 써버렸을 경우, 추가로 단독 스토리지 서버만 추가가 가능한가이다. 이 질문에 답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이선스 관점에서 봤을 때 오라클은 추가 스토리지 서버를 팔 테지

만, 엑사데이터의 목표 중 하나는 좀 더 균형 있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

하라. 따라서 여러분은 추가된 스토리지의 처리량 증가분만큼 데이터베이스 계층에서 더 많

은 처리 능력 증설이 필요한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단

순히 공간 부족일 뿐이라면 스토리지 서버만 증설하는 것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옵션이다.

1.5  하드웨어 부품

여러분은 아마도 그림 1-2와 같은 사진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것은 풀 랙의 엑사데이터 데

이터베이스 머신을 보여준다. 우리는 캐비닛 안에 있는 여러 요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그래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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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  엑사데이터 풀 랙

보는 바와 같이 이더넷 스위치와 두 개의 여분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포함한 네트워킹 부품

의 대부분은 랙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중간 부분에는 SUN 통합 라이트 아웃 매니저 모

듈(ILOM)12과 KVM13이 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주변의 여덟 슬롯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용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랙의 나머지는 스토리지 서버에서 사용한다. 가장 아래 슬롯

은 원할 경우 추가 랙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인피니밴드 ‘스파인(spine)’ 스위치

에 사용된다. 올림 바닥14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엑사데이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랙 하단에서 케이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피니밴드 스파인 스위치가 랙의 하단에 있다. 

12  역주   ILOM을 사용하면 서버에 설치된 구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다.

13  역주   일반적으로 하나의 키보드(K), 비디오 모니터(V) 및 마우스(M)로 여러 대의 컴퓨터 또는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4  역주   데이터 센터의 바닥을 이중으로 하여 그 공간에 각 장치 사이의 케이블을 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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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현 세대의 X2 하드웨어 구성은 인텔 기반의 SUN 서버를 사용한다. 이 책을 쓸 시점에 모든 서

버는 오라클 리눅스 5를 탑재하고 있었다. 오라클은 표준 레드햇 호환 버전과 언브레이커블 엔

터프라이즈 커널(Unbreakable Enterprise Kernel)이라 불리는 개선된 버전의 두 개의 리눅스 커

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적화된 UEK 버전은 특히 엑사데이터에 적합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이런 개선 사항 중 하나는 RD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피니밴드 네

트워크에 관련된 것이다. UEK를 릴리스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변경 사항을 표준 오픈 소스 릴

리스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긴 절차를 피해서, 오라클이 리눅스 변경을 좀 더 신속히 진행하

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오라클은 리눅스 개발에 있어 강력한 파트너였고, 코드 베이스에 주요

한 공헌을 했다. 목표한 방향은 UEK 버전에 포함된 모든 개선 사항을 표준 릴리스에 통합하

는 것이다. 또한 오라클은 X2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솔라리스 11 익스프레스를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을 발표했다. 그리고 솔라리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라클이 SPARC 

CPU를 사용하는 엑사데이터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 자주 물어본다. 이 글을 쓰는 시점

에선, 아직 그럴 만한 징후는 없다. 아마 오라클은 X86 기분 솔루션을 계속 추구할 것 같다.15 

X2–2와 X2–8 스토리지 서버는 모두 오라클 리눅스에서 독점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오라클은 

이들 서버를 폐쇄적 시스템으로 보고 있으며, 임의의 추가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지원하지 않

는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현 세대의 X2–2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SUN Fire X4170 ML 서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 서

버는 2개의 6코어 인텔 제온 X5670 프로세서(2.93GHz)와 96GB의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

다. 또한 그것들은 300GB의 10K RPM SAS 내장 드라이브 4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개

의 QDR 인피니밴드(40Gb/s) 포트뿐 아니라 2개의 10GB와 4개의 1GB 이더넷 포트를 포

함한 여러 네트워크 접속부를 가지고 있다. 주의할 것은 10GB 포트가 개방되어 있으며 기

존의 구리 혹은 광 네트워크에 붙이려면 알맞은 커넥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버는 전용 

ILOM 포트와 듀얼 핫스왑 파워 서플라이 장치를 가지고 있다. X2–8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15  역주   역자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오라클은 차세대 SPARC CPU가 완성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엑사데이터를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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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Fire X4800 서버에 기반한다. 그것들은 대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다루

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서버는 8개의 8코어 인텔 제온 X7560 프로세서(2.26Ghz)를 장착하

고 있다. 그래서 풀 랙 시스템은 총 128코어와 2TB의 메모리를 가지게 된다.

스토리지 서버

현 세대의 스토리지 서버는 X2–2와 X2–8 모두 동일하다.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SUN 

Fire X4270 M2와 12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는 고용량 버전이냐 고성능 버전

이냐에 따라, 각각 2TB 혹은 600GB SAS 드라이브가 될 것이다.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24GB의 메모리와 2.93Ghz로 동작하는 2개의 6코어 인텔 제온 X5670 프로세서로 되어 있

다. 이것은 X2–2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CPU다. 이 CPU는 웨스트미어(Westmere) 계열이므

로 암호화, 복호화를 돕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내장 AES 암호화 지원 기

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4개의 96GB SUN Flash 가속 F20 PCIe 카

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각 스토리지 셀에 총 384GB의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를 제공한

다. 스토리지 서버는 오라클 리눅스 5가 탑재되어 있다.

인피니밴드

엑사데이터의 중요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 중의 하나는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다. 그것은 데이

터베이스 계층과 스토리지 계층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RAC 클러스

터로 구성되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인터커넥터 트래픽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는 백업 용도로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도 있다. 엑사데이터는 이러한 목적으로 여분의 36포트 QDR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제공한

다. 스위치는 40Gb/sec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때때로 이 스위치는 ‘리프’ 스위치로 간주되기

도 한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는 듀얼 포트 QDR 인피니밴드 

호스트 채널 어댑터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가장 작은 엑사데이터 설정(쿼터 랙)을 제외하곤 

여러 개의 엑사데이터 랙을 함께 묶기 위한 세 번째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스파인’ 스위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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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캐시

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384GB의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를 장착하고 있

다. 이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캐시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오라클은 그것을 엑사데이터 

스마트 플래시 캐시(ESFC)로 부른다. ESFC의 첫 번째 목적은 싱글 블록 읽기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실제로 하프 랙 설정에서 약 25TB의 디스크 캐시를 제공한다.

디스크

오라클은 디스크를 위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은 고용량 

혹은 고성능 드라이브 중에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고성능 옵션은 

600GB 15000RPM SAS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고용량 옵션은 2TB 7200RPM 드

라이브를 포함하고 있다. 오라클은 두 드라이브의 혼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토리지 셀에

서 대용량 플래시 캐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읽기 작업이 아주 많은 작업 부하에서는 고

용량 옵션이 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플래시 캐시는 혼합 부하 시스

템에서 싱글 블록 읽기 지연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한다.

기타 부품들

패키지 비용에는 이중화된 파워 분배 유닛을 가진 42U 랙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더넷 스위치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 스펙 표에는 이더넷 스위치의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쓸 시점에는 시스코에서 제작된 스위치를 달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것은 패

키지에서 고객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오라클에서 허락한 유일한 부품이다. 만약 여러분이 

더 선호하는 다른 스위치가 있다면, 포함된 스위치를 제거한 후, 고객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X2–2는 KVM 유닛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패키지 비용에는 여분의 플래시 카

드, 여분의 디스크 드라이브, 여분으로 약간의 인피니밴드 케이블이 들어있는 스패어 킷이 

포함되어 있다(풀 랙에는 두 개의 교체용 플래시 카드와 두 개의 여분의 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있

다). 패키지 비용에는 SFP+ 커넥터나 10GB 이더넷 포트를 위한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이들은 표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포트는 고객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외부 접속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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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프트웨어 구성품

엑사데이터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구성품은 데이터베이스 계층과 스토리지 계층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오라클의 새로운 디스크 관리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서버에서 실행되는 

반면에 표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된다. 양쪽 계

층 구성품은 서로 통신하기 위해 iDB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다음은 양쪽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소프트웨어

전에 논의된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오라클 리눅스를 수행한다. 물론 솔라리스 익

스프레스를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 글을 쓸 시점에 우리는 솔라리스를 실

행하는 곳을 한 곳도 보지 못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표준 오라클 11g 릴리스 2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 타 플랫

폼에서 실행되는 것과 다른 특별한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코드는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

쟁 제품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와 비교해서 엑사데이터의 유일하고 중요한 특

징이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오라클 11gR2에서 수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조금의 

변경도 없이 엑사데이터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엑사데이터 플랫폼 전용 코

드, 이를테면 iDB 같은 것도 있다. 오라클은 iDB를 표준 배포판의 일부분으로 만들기로 했

다. 이 소프트웨어는 엑사데이터 스토리지에 접근 여부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엑사데이터 

스토리지에 엑세스할 때 엑사데이터만의 특별한 최적화를 사용할 수 있다.

ASM(오라클 Automatic Storage Management)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중요

한 요소다. 이는 파일 시스템 및 엑사데이터 스토리지를 위한 볼륨 매니저 기능을 제공한다. 스

토리지 장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ASM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서

버에 있는 프로세스가 ASM 없이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셀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열거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ASM은 데이터 블록을 일반 이중화(두 번 복제) 혹은 높은 이중화(세 번 

복제)하는 미러링으로 스토리지에 이중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디스크가 여러 스토리지 서

버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위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ASM 이중화는 플랫폼에서 

수행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중단시키지 않고도 스토리지 서버 전체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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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스토리지 셀에 걸쳐 미러링을 적용했다.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형태의 RAID는 없다. 오직 ASM만이 미러링 보호를 제공한다.

반면 RAC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설치

되어 있다. RAC는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과 확장성(scalability)의 관점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단일 서버에 제공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CPU나 메모리 자원이 필요한 시스

템을 위하여, RAC는 추가 자원을 위한 길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는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iDB, intelligent 

database protocol)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iDB는 오라클이 함수 전송 아키텍처로 언급하는 

것을 적용했다. 이 용어는 iDB가 실행 중인 SQL 문에 대한 정보를 스토리지 셀에 보내고 

나서, 데이터 블록 대신에 처리된 데이터(예를 들어, 사전 필터링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 프로

세스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 모드에서 iDB는 쿼리를 충족하는 로

우와 칼럼만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반환되도록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 이 함수 전달 모드

는 오로지 풀 스캔이 수행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iDB는 오프로딩이 가능하지 않을 때 

혹은 바람직하지 않을 때 전체 블록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 모드에서 iDB는 전체 오라

클 블록을 페치(Fetch)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오라클 버퍼 캐시에 반환하기 위한 일반적

인 I/O 프로토콜처럼 사용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단순히 ‘이거 아니면 저거’ 식의 일방통

행이 아니라 두 방식의 조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iDB는 신뢰 가능한 데이터그램 소켓(RDS) 프로토콜과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토리지 셀 

사이에 인피니밴드 패브릭을 사용한다. RDS는 UDP 같은 프로토콜에 비해 현저히 낮은 

CPU 사용률을 제공하는 낮은 지연(low–latency), 낮은 오버헤드(low–overhead) 프로토콜이

다. RDS는 나온 지 좀 되었고 엑사데이터보다 몇 년은 선행한다. RDS 프로토콜은 전통적

인 TCP 트래픽으로 인한 지연과 CPU 부하를 피하기 위해 프로세스 간 통신에 직접 메모

리 접근 모델을 적용했다.

  케빈의 한마디

엑사데이터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RDS는 정말 나온 지가 꽤 되었다. RDS의 역사는 실버스톰(Qlogic에 인수됨) 

과 오라클 사의 협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노드 인터커넥터에서 libskgxp를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20

통해 DLM 잠금 트래픽과 병렬 쿼리의 데이터 전송을 더 낮추어 지연 현상을 최소화하고 높은 대역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다. 후자의 모델은 지금은 사라진 펜타시스템 플랫폼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으로 수행된 1TB 

규모의 TPC-H 벤치마크에 의해 최초로 증명되었다. 후에 오라클은 멜라녹스(Mellanox)와 더 긴밀히 제휴했다.

이 역사의 교훈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iDB는 수년 간 오라클 8i의 초기 단계인 캐시 퓨전

(Cache Fusion) 기능의 인터커넥터 라이브러리 역할을 공고히 수행했던 libskgxp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활

용 시도는 libskgxp 같은 기술과 함께 SAGE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어떠한 스토리지 장치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운영체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파일을 열고, 거기서 블록을 읽고, 다른 일반적인 일

을 하는 운영 시스템 호출은 없다. 또, iostat 같은 표준 운영 시스템의 유틸리티는 프로세스

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I/O 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결과가 있다.

KSO@SANDBOX1> @whoami

USERNAME              SID     SERIAL# PREV_HASH_VALUE SCHEMANAME  OS_PID
--------------- ---------- ---------- --------------- ---------- -------
KSO                    689        771      2334772408 KSO          23922

KSO@SANDBOX1> select /* avgskew3.sql */ avg(pk_col) from kso.skew3 a where col1 > 0;

...

> strace -cp 23922
Process 23922 attached - interrupt to quit
Process 23922 detached
% time     seconds  usecs/call     calls    errors syscall
------ ----------- ----------- --------- --------- ----------------
 49.75    0.004690           0     10902      5451 setsockopt
 29.27    0.002759           0      6365           poll
 11.30    0.001065           0      5487           sendmsg
  9.60    0.000905           0     15328      4297 recvmsg
  0.08    0.000008           1        16           fcntl
  0.00    0.000000           0        59           read
  0.00    0.000000           0         3           write
  0.00    0.000000           0        32        12 open
  0.00    0.000000           0        20           close
  0.00    0.000000           0         4           stat
  0.00    0.000000           0         4           fstat
  0.00    0.000000           0        52           lseek
  0.00    0.000000           0        33           mmap
  0.00    0.000000           0         7           munmap
  0.00    0.000000           0         1           semctl
  0.00    0.000000           0        65           getr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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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0.000000           0        32           times
  0.00    0.000000           0         1           semtimedop
------ ----------- ----------- --------- --------- ----------------
100.00    0.009427                 38411      9760 total

이 목록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때로는 섀도우 프로세스라고 불림)에 strace

를 걸었다. 이것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을 한다. 보다시피, strace에 의

해 캡처된 시스템 호출의 대부분은 네트워크(setsocket, poll, sendmsg, recvmsg)와 관련되어 있

다. 반면 엑사데이터가 아닌 플랫폼에서는 대부분 읽기를 호출하는 형태의 디스크 I/O와 관련

된 이벤트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비교를 위한 비엑사데이터 플랫폼의 결과다.

KSO@LAB112> @whoami

USERNAME SID SERIAL# PREV_HASH_VALUE SCHEMANAME OS_PID
--------------- ---------- ---------- --------------- ---------- -------
KSO 249 32347 4128301241 KSO 22493

KSO@LAB112> @avgskew

AVG(PK_COL)
-----------
16093749.8

...

[root@homer ~]# strace -cp 22493
Process 22493 attached - interrupt to quit
Process 22493 detached
% time     seconds  usecs/call     calls    errors syscall
------ ----------- ----------- --------- --------- ----------------
 88.86    4.909365        3860      1272           pread64
 10.84    0.599031          65      9171           gettimeofday
  0.16    0.008766          64       136           getrusage
  0.04    0.002064          56        37           times
  0.02    0.001378         459         3           write
  0.02    0.001194         597         2           statfs
  0.02    0.001150         575         2           fstatfs
  0.02    0.001051         350         3           read
  0.01    0.000385          96         4           mmap2
  0.00    0.000210         105         2           io_destroy
  0.00    0.000154          77         2           io_setup
  0.00    0.000080          40         2           open
  0.00    0.000021          11         2           fcntl64
------ ----------- ----------- --------- --------- ----------------
100.00    5.524849                 10638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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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엑사데이터 플랫폼에서 캡처된 주요 시스템 호출은 I/O관련(I/O-related)이라는 것에 주목

하라(pread64). 앞선 두 목록의 요점은 엑사데이터에서 액세스되는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를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

셀 서비스(cellsrv)는 스토리지 셀에서 수행되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I/O 요청을 서비스하는 멀티 스레드로 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요청은 요청에 따라 

처리된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또는 전체 블록을 반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cellsrv는 정

의된 I/O 분배 규칙에 따라 I/O가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컨슈머 그룹(consumer group)에 적

절히 분배되도록 리소스 관리자(resource manager)를 구현하였다.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셀에서 끊임없이 수행되는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도 있다. 관리 서버

(MS)는 cellsrv와 셀 명령행 인터페이스(cellcli) 유틸리티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MS는 cellsrv와 그리드 컨트롤 엑사데이터 플러그인(rsh를 통해 실행되는 일련의 

cellcli 명령어 집합으로 구현됨) 사이에 인터페이스도 제공한다. 두 번째 유틸리티는 재시작 서버

(RS)이다. RS는 실제로 다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하면 재시작해주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다. 또한 OSWatcher는 vmstat와 netstat 같은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

를 사용하여 지나간 운영 시스템의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스토리지 셀에 설치되어 있다. 오라

클은 스토리지 서버에 어떠한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라.

여러분이 엑사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해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스토리지 셀에 로그온

하여 실제로 무엇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불행히도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서버는 

시스템 관리자나 DBA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다. 다음은 작동중인 스토리지 

서버에서 ps 명령어로 생성한 결과다.

> ps -eo ruser,pid,ppid,cmd

RUSER     PID PPID CMD
root    12447     1 /opt/oracle/.../cellsrv/bin/cellrssrm -ms 1 -cellsrv 1
root    12453 12447 /opt/oracle/.../cellsrv/bin/cellrsbmt -ms 1 -cellsrv 1
root    12454 12447 /opt/oracle/.../cellsrv/bin/cellrsmmt -ms 1 -cellsrv 1
root    12455 12447 /opt/oracle/.../cellsrv/bin/cellrsomt -ms 1 -cellsrv 1
root    12456 12453 /opt/oracle/.../bin/cellrsb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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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_conf /opt/oracle/.../cellsrv/deploy/config/cellinit.ora
                    -ms_conf /opt/oracle/cell
root    12457 12454 /usr/java/jdk1.5.0_15//bin/java -Xms256m -Xmx512m
                    -Djava.library.path=/opt/oracle/.../cellsrv/lib
                    -Ddisable.checkForUpdate=true -jar /opt/oracle/cell11.2
root    12460 12456 /opt/oracle/.../cellsrv/bin/cellrssmt
                    -rs_conf /opt/oracle/.../cellsrv/deploy/config/cellinit.ora
                    -ms_conf /opt/oracle/cell
root    12461 12455 /opt/oracle/.../cellsrv/bin/cellsrv 100 5000 9 5042
root    12772 22479 /usr/bin/mpstat 5 720
root    12773 22479 bzip2 --stdout
root    17553     1 /bin/ksh ./OSWatcher.sh 15 168 bzip2
root    20135 22478 /usr/bin/top -b -c -d 5 -n 720
root    20136 22478 bzip2 --stdout
root    22445 17553 /bin/ksh ./OSWatcherFM.sh 168
root    22463 17553 /bin/ksh ./oswsub.sh HighFreq ./Exadata_vmstat.sh
root    22464 17553 /bin/ksh ./oswsub.sh HighFreq ./Exadata_mpstat.sh
root    22465 17553 /bin/ksh ./oswsub.sh HighFreq ./Exadata_netstat.sh
root    22466 17553 /bin/ksh ./oswsub.sh HighFreq ./Exadata_iostat.sh
root    22467 17553 /bin/ksh ./oswsub.sh HighFreq ./Exadata_top.sh
root    22471 17553 /bin/bash /opt/oracle.cellos/ExadataDiagCollector.sh
root    22472 17553 /bin/ksh ./oswsub.sh HighFreq
                    /opt/oracle.oswatcher/osw/ExadataRdsInfo.sh
root    22476 22463 /bin/bash ./Exadata_vmstat.sh HighFreq
root    22477 22466 /bin/bash ./Exadata_iostat.sh HighFreq
root    22478 22467 /bin/bash ./Exadata_top.sh HighFreq
root    22479 22464 /bin/bash ./Exadata_mpstat.sh HighFreq
root    22480 22465 /bin/bash ./Exadata_netstat.sh HighFreq
root    22496 22472 /bin/bash /opt/oracle.oswatcher/osw/ExadataRdsInfo.sh HighFreq

보다시피, cellrsXXX처럼 보이는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다. 이 프로세스들은 재시작 서버

(Restart server)를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굵게 표시된 프로세스를 보라. 이것은 우리가 

관리 서버(Management Server)라고 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굵게 표시된 두 번째 프로세스

는 cellsrv 자체다. 마지막으로 OSWatcher와 관련된 수많은 프로세스를 볼 수 있다. 또한 

root로 시작된 모든 프로세스를 주목하라. 반면 스토리지 서버에는 분명히 일반 사용자가 

로그온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닌 몇 개의 일부 권한만 가진 다른 계정도 있다.

연관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다른 흥미로운 방식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들

여 쓴 프로세스 목록을 제공하는 ps –H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전 목록에서 프로세스 

ID(PID)와 부모 프로세스 ID(PPID)의 관계에 기반한 트리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H 옵

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쉽다. 다음은 ps –H 명령어의 결과를 약간 편집한 것이다.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엑사데이터24

cellrssrm <= 메인 재시작 서버(RS)
   cellrsbmt
      cellrsbkm
         cellrssmt
   cellrsmmt
      java - .../oc4j/ms/j2ee/home/oc4j.jar <= 관리 서버(MS)
         cellrsomt
            cellsrv

또한 스토리지 서버에서 어떤 자원이 소비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다음은 top의 결

과를 편집하여 보여준 것이다. 

top - 18:20:27 up 2 days, 2:09, 1 user, load average: 0.07, 0.15, 0.16
Tasks: 298 total, 1 running, 297 sleeping, 0 stopped, 0 zombie
Cpu(s): 6.1%us, 0.6%sy, 0.0%ni, 93.30%id, 0.3%wa, 0.0%hi, 0.0%si, 0.0%st
Mem: 24531712k total, 14250280k used, 10281432k free, 188720k buffers
Swap: 2096376k total,        0k used,  2096376k free, 497792k cached

  PID USER     PR  NI  VIRT  RES  SHR S  %CPU %MEM   TIME+  COMMAND
12461 root     18   0 17.0g 4.5g  11m S 105.9 19.2 55:20.45 cellsrv
    1 root     18   0 10348  748  620 S   0.0  0.0  0:02.79 init
    2 root     RT  -5     0    0    0 S   0.0  0.0  0:00.14 migration/0
    3 root     34  19     0    0    0 S   0.0  0.0  0:01.45 ksoftirqd/0
    4 root     RT  -5     0    0    0 S   0.0  0.0  0:00.00 watchdog/0

top의 결과는 cellsrv가 한 개 이상의 전체 CPU 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바쁜 시스템에선 일상적이며, cellsrv 프로세스의 본질인 멀티 스레드 때문이다.

1.7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번 절에서 우리는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이들이 엑사데이터 아키텍처에 어떻게 연

결되어 있는지 간단히 논의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계층의 양쪽 모두에서 수행

되는 구성 요소도 있다. 그림 1-3에 엑사데이터 플랫폼의 전체 아키텍처가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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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log
Exadata Cell D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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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N

SGA

Database Buffer Cache

IDR / RDS over infiniband

Exadata Storage Servers

MS
Management

Server
Storage Server
Shared Memory CEL SRV

RS
Restart
Server

ASM

DBWR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인피니밴드를 통한 IDR/RDS

엑사데이터 셀 디스크

비엑사데이터 

디스크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Shared Pool

스토리지 서버

공유 메모리

섀도우 
프로세스

기타

그림 1 - 3  엑사데이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의 위쪽 절반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반면 아래 절

반은 스토리지 서버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다이어그램의 위쪽 절반은 표준 오라

클 11g 아키텍처이므로 매우 친숙하게 보인다. 그것은 버퍼 캐시와 shared pool을 포함하는 

System Global Area(SGA)를 보여준다. 또한 log writer(LGWR), Database Writer(DBWR) 

같은 여러 가지 주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물론 더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 훨씬 더 상세한 

공유 메모리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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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의 아래 반쪽은 스토리지 서버 중 하나의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스토리지 서버

의 아키텍처는 매우 간단하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입출력하는 모든 통신을 처리

하는 단 하나의 프로세스(cellsrv)만 있다. 또한 환경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몇몇 보

조 프로세스도 있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cellsrv가 init.ora 파일과 alert.log

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많이 닮

았다. 이러한 사실이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 cellinit.ora 파일은 cellsrv가 시작될 때 평가

되는 일련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다. alert.log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alert log처

럼 주목할 만한 일련의 이벤트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Automatic Diagnostic 

Repository(ADR)가 진단 정보를 캡처하고 보고하기 위해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으

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엑사데이터 스토리지에 관련된 

여러 일을 수행하는 DISKMON 같은 독립 프로세스도 있다. 비록 이를 DISKMON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셀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셀 모니터링 프로세스이

다. 또한 DISKMON은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관리자(DBRM) 플랜을 스토리지 서버로 전파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DISKMON은 인스턴스당 하나씩 슬레이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

으며, 이것은 ASM과 그것이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통신을 맡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 사이의 연결은 인피니밴드 패브릭이 제공한다. 두 계층 

사이의 모든 통신은 이러한 전송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된다. 여기에는 DBWR 프로세스와 

LGWR 프로세스를 경유한 쓰기와 사용자 포그라운드(혹은 섀도우)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

어지는 읽기 작업을 포함한다.

그림 1-4는 소프트웨어 스택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그리드와 스토리지 그리

드 사이에 어떻게 걸쳐있는지 보여주는 아키텍처의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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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 데이터베이스

그림 1 - 4  엑사데이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야기했듯이 ASM은 주요 구성 요소다. 이를 두 계층 사이에 모든 통신 라인을 가로지르

는 오브젝트로 그린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ASM이 스토리지 계층에 대해 알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의 파일과 오브젝트 사이에 매핑을 제공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실제로 ASM이 스

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하지는 않으며, 프로세스가 ‘디스크 접근’을 할 때마다 

매번 거쳐야 하는 스택 계층은 아니다.

또한 그림 1-4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스턴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관

리자(DBRM)와 스토리지 서버에서 수행되고 있는 cellsrv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I/O 리소스 

관리자(IORM)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4에서 마지막 주요 구성 요소는 오라클 커널과 링크된 라이브러리인 LIBCELL이

다. LIBCELL은 iDB를 통한 데이터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는 코드이다. 이것은 

오라클 커널이 운영 시스템의 읽기와 쓰기 호출 대신에 네트워크 기반의 호출을 통해 스토

리지 계층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우 다중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iDB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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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패브릭 엔터프라이즈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RDS) 프로토콜의 상

위에 구현되어 있다. 이것은 프로세스 간 통신을 제공하는 낮은 지연, 낮은 CPU 부하 프

로토콜이다. 또한 이 프로토콜이 일부 오라클 마케팅 자료에서 무손실(Zero–loss), 무복사

(Zero–copy) 인피니밴드 프로토콜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는 왜 RDS 프로토콜

이 UDP 같은 전통적인 TCP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기

본 구성도이다.

IPoIB

IP

TCPRDS

사용자 모드

오라클/RDS 오라클/UDS

커널 모드

하드웨어

호스트 채널 어댑터

그림 1 - 5  RDS 구성도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TCP 처리를 우회하기 위해 RD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

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들어가는 일부 오버헤드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RDS 

프로토콜은 RAC 노드 간의 인터커넥트 트래픽 처리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라. 



CHAPTER 1    엑사데이터란 무엇인가? 29

1.8  요약

엑사데이터는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다. 하드웨어 구성 요

소 자체에 어떤 마법 같은 것은 없다. 성능 향상의 대부분은 통합된 구성 요소와 스토리지 

계층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온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모든 다른 플랫폼과 엑사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오프로딩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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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로딩 / 스마트 스캔

C H A P T E R

오프로딩(Offloading)은 엑사데이터의 핵심 요소로, 오라클을 실행하는 다른 모든 플랫폼

과 엑사데이터를 차별화한다. 오프로딩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하던 처리를 스토리지 계

층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개념을 일컫는다. 또한 엑사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주요 패러

다임의 전환이다. 그러나 CPU 사용량의 관점에서는 단지 작업을 이동시키는 것 이상이다. 

오프로딩의 주요 이점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반환할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것은 대부분의 대형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병목 중 하나이다.

오프로딩과 스마트 스캔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상호 교환되어 사용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수행되던 전통적인 SQL 처리의 일부를 데이터베이스 계층에서 스토리지 계층으로 ‘오

프로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우리 견해로는 오프로딩이 더 나은 설명이다. 오프

로드가 다소 일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백업과 복구 작업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심지

어 SQL 처리와 관련이 없는 많은 최적화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 스마트 스캔은 단지 엑사데이터의 SQL 구문 최적화를 언급하는 데 더 중점을 둔 용어

다. 이러한 최적화는 스캔 오퍼레이션(전형적인 전체 테이블 스캔)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

트 스캔의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스마트 스캔 대기 이벤트(Smart Scan wait events)에 의해 보

호되는 오라클 커널 코드의 한 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이름에 ‘스마트 스캔’이라는 용어가 포

함된 대기 이벤트는 두 개가 있는데, cell smart table scan과 cell smart index scan이다.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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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장에서 이들 대기 이벤트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한편 스마트 스캔이 마케팅 

취향의 용어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기 이벤트에 의해 보호되는 코드를 언급하는 명

확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상호 교환하여 사용되는 용어지만 오프로딩은 

SQL 구문의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번 장에서 우리는 스마트 스캔 최적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 스캔과 관련된 

작동 원리와 스마트 스캔이 일어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 스마트 스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적화를 다룰 것이다. 또한 주어진 SQL 구문의 스마트 스캔 발생 여부를 확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을 다룰 것이다. 다른 오프로딩 최적화는 책의 뒷부분

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2.1  왜 오프로딩이 중요한가?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스토리지 계층으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이동하는 아이디어16는 앞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도약이다. 이 개념이 우리 주변에 나온 지

는 좀 되었다. 사실 소문에 따르면 몇 년 전에 오라클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형 SAN 제

조업체 중의 하나를 접촉했었다고 한다. 당시에 제조사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

문에 오라클은 자력으로 이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후 오라클은 오프로딩 

개념을 적용한 엑사데이터의 원형인 V1을 만들기 위해 HP와 제휴했다. 몇 년 앞으로 가보

면, 오라클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다. 이것은 회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스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고, 제품에 어떠한 기능을 통합할지에 대

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프로딩은 DW 형태의 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스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

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대형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병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즉, 대역폭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 문제이

지만,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동되는 방대한 데이터 볼륨이다. 

16  역주   데이터베이스 계층에서 하던 처리를 스토리지 계층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오프로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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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빠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매우 똑똑하지만, 대량

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쿼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훌륭한 성능 분석가들이 하는 것처럼, 오라클은 실행 시간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의 시간 절감에 집중했다. 팀(team)은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서버

로 대량의 데이터를 반환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디스크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쿼리는 

모두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오라클은 가능한 최고의 캐시 관리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여 기업을 유지해왔지만, 정말 큰 데이터 집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메모

리에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은 실용성이 없었다.17

  케빈의 한마디

저자는 역사적 관점에 따라 오라클 쿼리 처리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나는 최신의 x64 서버 제품이 

구조적으로 작은 메모리 구성에 더 이상 제약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곤 한다.18 예

를 들어, 서버는 많은 수의 DIMM 슬롯19을 가진 다수의 메모리 채널을 지원하는 퀵 패스 인터커넥터(QPC)를 가진 

인텔 제온 7500 프로세서에 기반한다. 수 TB의 메인 메모리를 가진 상품화된 서버는 매우 흔하다. 사실 X2-8 엑

사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그리드에서 2TB의 메인 메모리를 제공하며, 그 용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히 증

가할 것이다. 나는 미래 독자들이 옛날엔 이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 책이 꽤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x64 시스템에서 큰 메인 메모리를 장착하는 추세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

다. 엑사데이터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던 것에 엑사데이터 스토

리지 서버를 더한 것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고객이 마그네틱 매체를 배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서비스 수

준 충족에 적합한 해결책인 경우를 위해 인메모리 병렬 쿼리(In-memory parallel query)20 기능과 높은 압축(예를 

들어, 엑사데이터 하이브리드 컬럼너 압축21)을 결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  역주   제한된 용량의 버퍼 캐시에 모든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 액세스는 필히 대량의 물리적인 

디스크 접근을 필요로 한다.

18  역주   I/O를 개선하는 방법은 대용량의 버퍼 캐시를 구성하는 방법과 엑사데이터처럼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오프로딩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자의 방법으로 이 경우 서버의 대용량 메모리 지원이 필요하다.

19  역주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 슬롯은 DIMM DRAM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확장 슬롯이다.

20  역주   보통 병렬 쿼리가 Direct path read를 하는 것에 반해 이것은 SGA의 버퍼 캐시를 통해 병렬 쿼리 처리를 수행하여 

디스크 I/O를 최소화한다. 다만 큰 오브젝트를 버퍼 캐시에 캐시하기 위해 충분한 크기의 메모리가 있어야 한다. 

6장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21  역주   압축을 하게 되면 블록이 압축된 채로 버퍼 캐시에 올라가므로 메모리를 더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3장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