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CLE EXALOGIC ELASTIC CLOUD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최고의 미들 웨어 머신

세계적인 IT리서치 기관 가트너는 “새로운 전략기술로 새 기회를 잡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IT 환경이 앞서 나가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2010년 가트너 선정 10대 전략기술로 2년 연속 1위
를 차지했습니다. 불규칙하게 팽창하고 있는 IT 시스템을 개방형 표준, 전사 표준으로 조정,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는 확장성, 성능, 관리편의성까지 함께
제공하는 세계 최초 Engineered 시스템입니다.

미들 티어 환경을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 Exalogic
Mainframe급의 가용성, 신뢰성,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
 규모 트랜잭션으로 지연시간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바 애플리케이션의 응답속도, 시스템의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획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제공합니다.
•오
 픈 시스템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합니다.
•다
 양한 HW/SW 환경의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센터 운영비용을 절감합니다.
•애
 플리케이션 배포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합니다.

Cloud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유
 연하게 확장되고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합니다.
•신
 속한 구축 및 빠른 시스템 최적화가 제공합니다.

오라클 ExaLogic이 드리는 해결책
다양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고민

현 시스템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감 및 개방형 시스템을 고려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Private
Cloud 환경 구축에 대한 고민

대규모 트랜잭션 용 자바 애플리케이션

모든 업무 부하에 최적화된

사전에 구성, 테스트되고 표준화되어

속도 최대 12배 보장

하나의 표준 플랫폼

지원 가능한 환경 설정

단일 애플리케이션에서

Oracl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향후 가상화 및 Cloud 서비스 기능과

전사 클라우드까지 유연한 확장성

사용하는 동일한 환경 구성 사용

함께 Staged Role-out 지원 예정

전 Stack에 걸쳐 최적화 및 성능 개선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스크 레벨까지

다양한 부하 상황 하에서 고성능을

표준화된 시스템

Exalogic 모니터링 통합

내도록 설계

수요량에 따라 유연하게 용량을 변경

Oracle EcoSystem 활용. 기술, 지식

완벽한이중화시스템,편리한서비스제공,

하며, 다양한 표준 애플리케이션 구동

기반, 인력, 파트너

전사적 적용 시 이상적인 가격대비 성능

오라클 ExaLogic 제품구성
Exalogic Elastic Cloud Hardware

Exalogic Elastic Cloud Software

WebLogic Server
Enterprise Manager

Multi-rack

Quarter Rack

Half Rack

Coherence

JRockit and HotSpot
Exalogic Elastic Cloud Software
Oracle Linux or Solaris

Full Rack

Exalogic Elastic Cloud Hardware

Seamless scalability

오라클 ExaLogic의 성능비교

Millions

1.5

일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1.0

처리 속도 12배 향상

0.5

초당 1백만 건 이상 HTTP 요청 처리

0.0

Alternative

Millions

HTTP Requests/Sec.
2.0
1.5
1.0
0.5
0.0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처리 속도 4.5배 향상
초당 1.5백만 건 이상 메시지 처리

Alternative

Millions

Messages/Sec.
2.5
2.0
1.5
1.0
0.5
0.0

DB 애플리케이션
처리 속도 1.4배 향상

Alternative

초당 2백만 건 정도의 JPA 연산처리

Queries/Sec.

2-3X improvement
in Database OLTP

60% more
Java Operations/Sec.

Up to 10X Faster
Response time

오라클 ExaLogic의 Values
Values
TCO 절감 : 12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장비를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제공

Customers
Re-Platform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복잡해져 가는 시스템의 통합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Cloud Computing
환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현 시스템의 운영 비용 절감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SLA 충족 : 복잡성을 줄이고 속도는 증가
“Cloud in a Box ” : 오라클 제품군이
Pre-Built되어 있는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
Time to Deploy 95% 감소

배치 기간 단축 Months ▷ Days
Application에서 Disk레벨까지
EM으로 전체 시스템 관리
수요 변화에 따른 유연한 용량 조절에
최적화
클라우드 용량이 증가해도
시스템 성능 저하 없음

오라클 ExaLogic의 서비스
Oracle Hardware and Services

Software and Support

장비 배달 및 설치 (OS 설치 포함)

고객 필요에 의한 ExaLogic 설치

Http://edelivery.oracle.com/
고객전달

More information
http://www.oracle.com/us/products/middleware/exalogic/index.html
http://www.oracle.com/us/products/middleware/exalogic-wp-173449.pdf

제품 구입 문의
•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080-2194-114

• 수신자부담 팩스번호: 080-2194-080

• E-Mail 문의: salesinquiry_kr@oracle.com

• www.oracle.com | www.oracle.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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