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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당면 과제 

대규모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처리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상업용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제품을 활용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RDBMS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하나가 남는데,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수명 주기 동안 RDBMS와 애플리케이션 간에 코드와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과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간의 통합이 어려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던 Oracle DBA가 운영 복제본을 생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다림으로 인해 애자일(Agile) 개발 프로세스 진행이 

중단됩니다. 

개발팀은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기존과 같은 복잡성 없이 격리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생산성과 가치 실현 시간을 향상하고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는 부서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용 컨테이너를 설치, 

구현 및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솔루션 개요 

이 솔루션에서는 컨테이너, Kubernetes 및 Dell EMC PowerFlex 제품군(이전 명칭: Dell 

EMC VxFlex 제품군)용 CSI(Container Storage Interface) 드라이버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개발자는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프로비저닝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위한 운영 복제본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가 이 시장이 Docker 컨테이너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중요한 

비즈니스 당면 과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므로, Dell 

Technologies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활용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Oracle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방식에는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정 지연 및 비용 초과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IT 전문가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다 친숙한 이기종의 

환경을 제공하는 계획이라면 마찰이나 위험이 최소화된 상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 목적 

이 백서에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가지 활용 사례를 통해 Docker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개발 및 테스트의 이점을 알아봅니다. 또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Docker 컨테이너, CSI 사양의 Kubernetes 구현, Dell Technologies 제품 및 

서비스의 공통점을 살펴봅니다.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사용하면 

PowerFlex 스토리지를 통해 Kubernetes에서 포괄적인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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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CSI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고객은 Kubernetes를 사용하여 PowerFlex의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활용 

사례는 개발자와 다른 사람들이 PowerFlex 스토리지 제품군과 함께 Docker 컨테이너에서 

Oracle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상 

이 백서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서 Docker 컨테이너에 Oracle을 구현하는 이점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IT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다. 

Dell은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Dell Technologies 및 본 문서의 저자들은 이 솔루션과 솔루션 문서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Solutions 팀에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문서 

자료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작성자: Indranil Chakrabarti 

기고자: Anurag A C, Ramamohan Reddy K, Phani MV, Robert Percy, Reed Tucker 

참고: 이 솔루션의 추가 문서에 대한 링크는 Oracle용 Dell Technologies 솔루션 정보 허브를 

참조하십시오. 

mailto:EMC.Solution.Feedback@emc.com?subject=Docker%20백서%20H18132의%20Oracle%20컨테이너
https://www.surveymonkey.com/r/SolutionsSurveyExt
https://www.surveymonkey.com/r/SolutionsSurveyExt
https://www.surveymonkey.com/r/SolutionsSurveyExt
https://infohub.delltechnologies.com/t/oracle/
https://infohub.delltechnologies.com/t/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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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소개 

활용 사례에서는 Dell EMC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Oracle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관해 설명합니다. 두 활용 사례의 

테스트 환경은 Dell EMC VxFlex Ready Nodes의 필수 요소인 Dell EMC PowerEdge R640 

서버 4대와 Dell EMC 랩에서 호스팅되는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로 

구성되었습니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및 솔루션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솔루션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본 활용 사례에서는 Docker, Kubernetes 및 CSI Driver for PowerFlex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명 주기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개발자는 이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에 관한 복잡성 없이도 컨테이너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코드, 런타임, 시스템 툴, 시스템 라이브러리 및 설정 등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량의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컨테이너는 해당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격리하고, 개발과 스테이징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컨테이너는 시스템의 운영 체제 커널을 

공유하고, 애플리케이션마다 운영 체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버 

및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합니다. 

다음 그림은 Docker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활용 사례를 간략히 보여 줍니다. 

 

 

그림 1. Docker 컨테이너 – 활용 사례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olutions/software-defined/vxflex-ready-nodes.htm#scroll=of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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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플랫폼 및 구성 요소 

다음 표에는 이 솔루션에 설명된 두 가지 활용 사례에 관해 가상화된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1. VxFlex Ready Node 의 구성 요소 사양 

구성 요소 세부 정보 

컴퓨팅 호스트 

 

Dell EMC PowerEdge R640 서버 4대 

프로세서 인텔 제온 Platinum 8268 CPU @ 2.70 GHz 2개 

코어 24개/48개 - 논리 프로세서(HT) 96개 

메모리 DRAM: 384GB 

스토리지 1788.5GB SSD 6개 

네트워크 서버1: 10.230.79.120 

서버2: 10.230.79.122 

서버3: 10.230.79.124 

서버4: 10.230.79.126  

VM(게스트) 서버1: PowerFlex, 1개의 SDS 

서버2: PowerFlex, 1개의 SDS 

서버3: PowerFlex, 1개의 SDS 

서버4: PowerFlex, 1개의 SDS 

하이퍼바이저 ESXi 6.7  

 

다음 표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2.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이름  버전/제품 

HCI PowerFlex 3.0.x 

VMware vCenter 6.7 

운영 체제 Oracle Linux 7.6 

Docker 19.03.2 

Kubernetes 1.14.9 

Oracle Oracle 12c, 19c 

CNI 플러그인 Flannel/Calico 

CSI 플러그인 PowerFlex CSI 플러그인, 버전 1.0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olutions/software-defined/vxflex-ready-nodes.htm#scroll=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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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PowerFlex 권장 사항입니다. 

• 보호 도메인에는 최소 4개의 물리적 서버가 필요합니다. 

• MDM(Meta Data Manager) 및 SDS(Storage Data Server) 구성 요소는 전용 

SVM(Storage Virtual Machine)에 설치됩니다. SDC(Storage Data Client)는 ESXi 

호스트에 직접 설치됩니다.  

다음 표에는 이 백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 3. 용어 및 정의 

용어 설명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과 그 종속성을 함께 패키지화하는 가상화의 소프트웨어 정의 

형태입니다. Docker는 널리 사용되는 컨테이너 형식이며 Linux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Docker 컨테이너는 널리 허용되는 표준이므로, 

미리 구축된 많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Docker 형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 배포, 확장 및 관리 자동화를 위한 오픈 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의 고가용성 인스턴스입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에서 가능한 추상화에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 인프라스트럭처 및 클러스터 작업 등이 있습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는 노드라고 하는 일련의 머신으로 구성됩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 

노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물리적 머신 또는 VM(Virtual 

Machine)입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에는 물리적 머신과 VM 노드를 

혼합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노드 하나는 마스터 노드로 

지정되며, 이 노드를 통해 해당 클러스터를 제어합니다. 나머지 노드는 

작업자 노드입니다. Kubernetes 마스터는 작업자 간에 작업을 분배하고 

클러스터 상태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Kubernetes 

포드 
한 작업자 노드에 함께 배치되도록 보장하고,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입니다. Kubernetes의 기본 예약 단위 및 최소 배포 단위는 

포드입니다. Kubernetes 포드는 클러스터에서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하여 

포드의 애플리케이션이 충돌의 위험 없이 포트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Kubernetes 마스터는 자동으로 클러스터의 노드에 포드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사항과 기타 PowerFlex 네트워킹 요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PowerFlex 

네트워킹 모범 사례 및 설계 고려 사항 백서 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Docker 컨테이너 내 Oracle용 활용 사례 아키텍처의 VMware 구성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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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ocker 컨테이너 내 Oracle용 활용 사례 아키텍처의 VMware 구성 요소 

VMware 구성 요소 버전 

vCPU/VM 32 

메모리/VM 320GB 

운영 체제 Oracle Linux 7.6 

Docker 19.03.2 

Kubernetes 1.14.9 

 

활용 사례 1 개요 

첫 번째 활용 사례에서는 Docker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활용해 컨테이너로 작업을 시작하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Dell의 목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컨테이너에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한 다음, VxFlex Ready Node를 사용하여 

샘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복사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Oracle 

12c 및 19c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Oracle SQL Developer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웹 애플리케이션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그런 다음,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환경을 정리하여 다음 스프린트를 

위한 리소스를 확보합니다. 

활용 사례 2 개요 

두 번째 활용 사례는 Kubernetes용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여정을 지속하며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보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관리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를 수동 프로비저닝하는 것을 넘어 자동화된 

프로비저닝을 진행합니다. 개발자는 Kubernetes를 사용하여 Dell EMC PowerFlex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로부터 Oracle 

데이터베이스 및 컨테이너의 프로비저닝을 제어합니다. Github 사이트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온 후, 개발자는 Kubernete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PVC(Persistent Volume Container) 스냅샷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코드 

및 데이터의 업데이트된 상태를 보호합니다. 파괴적인 테스트를 마친 후에는 개발자가 

Kubernetes 및 스냅샷 PVC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존 상태로 복원합니다. 기술 

문서 작성자는 코드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기 위해 수정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환경을 정리합니다. 

활용 사례 비교 요약 

다음 표에는 두 가지 활용 사례를 개략적으로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git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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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활용 사례 비교  

작업 활용 사례 1: Docker만 사용 
활용 사례 2: Kubernetes 및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컨테이너 프로비저닝 수동, 스크립트 사용 셀프 서비스(완전 자동화) 

Github에서 Oracle 스키마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스토리지 및 운영 체제 관리자 

작업 

컨테이너 및 영구 스토리지 제거 수동, 스크립트 사용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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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가상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VM(Virtual Machine) 및 하이퍼바이저 사용  

•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사용(운영 체제 가상화 또는 컨테이너화라고도 함)  

더 오래 전에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는 가상화 방법은 VM과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1950년대에 Burroughs Corporation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1960년대 초 IBM 메인프레임 상용화를 통해 자기 복제되었습니다. IBM VM/CMS, VMware 

ESXi, Microsoft Hyper-V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기본 가상화 방법은 컴퓨터의 

물리적 구성 요소를 추상화하는 하이퍼바이저 계층에서 시작됩니다. 이 추상화를 통해 각 

게스트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여러 VM에서 구성 요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 

개발된 것은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로, 단일 호스트 운영 체제가 가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되는 여러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VM 기반 가상화와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가 대조됩니다.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에서 게스트 운영 체제 구성 요소와 격리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조합은 App 

1, App 2, App 3 상자에 표시된 대로 호스트 서버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를 구성합니다.  

 

그림 2. 기본 가상화 방법 

두 가지 유형의 가상화는 여러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을 병렬로 지원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컨테이너화는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을 

단순화하여 IT 운영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대부분 자신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서버 환경의 외부에서 작업합니다. 라이브러리 버전, 종속성 및 구성 

설정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개발자는 개발, 테스트 및 사전 운영 통합을 위해 운영 환경을 

여러 번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IT 전문가는 핵심 운영 체제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여러 환경에 일관적으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더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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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 컨테이너 

Docker 생태계는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과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정의하고 구축하는 

툴로 구성됩니다. 또한, 런타임 환경과 호스트 운영 체제 간의 상호 작용을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ommunity Edition 및 Enterprise Edition의 두 가지 Docker 런타임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Edition은 무료이며 최선의 커뮤니티 지원과 함께 제공됩니다. 활용 

사례 테스트에는 운영 또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했습니다.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려면 해당 환경의 코어 개수에 따라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조직은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가 없는 Docker 런타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지원이 중요한 환경에 올바른 버전이 배포되도록 보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Docker 레지스트리는 중앙 저장소에서 Docker 이미지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지원합니다. 레지스트리는 Docker 허브와 같이 공용이거나 전용일 수 있습니다. 

Docker 사용자는 Docker 허브에서 압축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로컬 레지스트리를 

설치합니다. 압축된 이미지에는 게스트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필수 

컨테이너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속도 및 가용성에 따라 로컬 

레지스트리는 공용 레지스트리 사용과 관련된 많은 문제(예: 이미지 다운로드 중 높은 

레이턴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Docker 허브는 사용자가 전용 이미지를 공용 

레지스트리에 업로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가 

보안이 더 좋고, 배포 레이턴시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전용 레지스트리는 클라우드 또는 로컬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속도와 프로비저닝 빈도는 전용 레지스트리를 찾을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입니다. 사용될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되는 전용 레지스트리는 LAN의 속도와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지를 빠르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활용 사례의 경우, 클라우드 호스팅의 복잡성과 비용 없이 빠른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도록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를 구현했습니다. 

컨테이너를 통한 가상화의 이점 

VMware 가상화를 표준화한 데이터 센터 설계자는 가상 머신에서 컨테이너를 호스팅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VMware vSphere 

VM에 컨테이너를 호스팅하면 보안과 격리 기능이 향상되어 한 서버에서 여러 호스트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테스트에 사용한 VxFlex Ready Node 인프라스트럭처에는 두 개의 병렬 프로젝트가 

호스팅됐습니다. 프로젝트는 같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에서 실행되지만 서로 

격리해야 합니다. 테스트에서는 VMware vSphere VM 보안을 사용하여 각 프로젝트팀 

외부의 모든 사람이 리소스에 실수로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VM 가상화를 사용할 경우의 또 다른 이점은 같은 서버에서 여러 호스트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호스트 운영 체제를 포함하는 베어 메탈 

구현으로 두 프로젝트에서 운영 체제, Docker, Kubernetes, PowerFlex CSI 플러그인의 

동일한 스택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컨테이너 소프트웨어 스택을 격리합니다. 

https://hub.docker.com/search?q=restsql&type=image
https://hub.docker.com/search?q=restsql&type=image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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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VMware를 사용하여 같은 VxFlex Ready Node 인프라스트럭처의 VM 내에서 

여러 컨테이너 스택을 실행함으로써 격리 및 통합의 이점을 얻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이 

프로젝트 일부가 아니지만, 가상화된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한 모든 운영 체제의 

성능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가상화는 애플리케이션 스택에 또 다른 계층을 추가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컨테이너와 VM을 모두 최적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M 

구성(vCPU, vMem 및 스토리지)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문서 웹 사이트의 Best Practices for Storage 

Container Provisioning 을 참조하십시오. 

이 솔루션은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VMware 가상화 계층/환경이 없는 베어 메탈에서 

작동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Kubernetes 

최신 애플리케이션(주로 종속성 및 구성과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마이크로서비스)은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 구축되는 양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Kubernetes(K8s라고도 

함)는 규모에 따라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Google에서는 2014년에 Kubernete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오픈 소스화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Kubernetes 아키텍처를 보여 줍니다. 

 

 

그림 3. Kubernetes 아키텍처 

Kubernetes 구성 요소 및 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ubernetes Components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규모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관한 Kubernetes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컨테이너의 자동 확장, 복제 및 복구 

• IP 공유와 같은 컨테이너 내 통신 

• 여러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일 항목(포드) 

• 컨테이너 리소스 사용량 및 성능 분석 에이전트인 cAdvisor(Container Advisor) 

cAdvisor는 컨테이너 사용자가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리소스 사용량 및 성능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데몬은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처리하고, 내보냅니다.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6.5/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5241FE91-B275-4315-8870-0A989779B5B3.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6.5/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5241FE91-B275-4315-8870-0A989779B5B3.html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overview/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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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플러그형 아키텍처 

• 로드 밸런싱 

• 상태 점검 서비스 

활용 사례 2의 시뮬레이션된 개발 및 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Kubernete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두 개의 Docker 컨테이너를 하나의 포드에 

배포했습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는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 마스터와 노드라고 하는 여러 작업자 

머신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마스터 및 노드 머신은 Kubernetes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실행합니다. 클러스터는 Kubernetes 객체의 기반으로, 클러스터(그림 12) 내에서 모두 

실행되는 컨테이너화된 Oracle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로드 밸런서 - 하나의 NGINX 로드 밸런서는 VM에 대해 VMware FT(Fault 

Tolerance)가 활성화된 상태로 Docker 레지스트리와 함께 전용 Red Hat Enterprise 

Linux VM에서 실행됩니다. 

• 로컬 Docker 레지스트리 - 편의성을 위해 로드 밸런서 VM에 하나의 Docker 

레지스트리 컨테이너가 배포됩니다. 더 나은 제어 및 보안을 위해, 자체 전용 VM 

또는 HA로 구성된 VM에 로컬 Docker 레지스트리를 배포합니다. 

• Kubernetes 마스터 노드 - 하나의 전용 Oracle Red Hat Enterprise Linux VM은 

장애가 있는 경우, Kubernetes 마스터 노드에 HA를 제공합니다. etcd는 마스터 

노드에 배포됩니다. 또한, 자체 전용 VM에 별도의 etcd 클러스터 노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에는 아키텍처가 나와 있습니다. 

• Kubernetes 작업자 노드 - 하나의 전용 Oracle Linux VM이 워크로드 드라이버 

노드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VM에 데이터베이스와 고객 데이터 클러스터 포드를 

배치합니다. 그림 10에는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Kubernetes CSI 플러그인은 Kubernetes 클러스터의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구현합니다. 

영구 스토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owerFlex에서는 고유한 CSI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PowerFlex용 CSI 플러그인을 통해 고객은 개발 및 생산 규모 모두를 위해 

온프레미스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영구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Kubernetes CSI 사양은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을 통해 임의 블록 및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을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에 노출하는 표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Kubernetes에서는 이전에 

핵심적인 Kubernetes 코드의 일부이고, 핵심적인 Kubernetes 바이너리와 함께 제공되는 

강력한 볼륨 플러그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CSI를 도입하기 전에는 코드가 "in-tree"일 

때 Kubernetes에 새로운 볼륨 플러그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공급업체가 Kubernetes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거나 기존 볼륨 

플러그인의 문제를 수정하려면 Kubernetes 릴리스 프로세스에 맞춰야 했습니다. 또한 타사 

스토리지 코드는 핵심적인 Kubernetes 바이너리에서 안정성 및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코드는 Kubernetes 유지 관리자가 테스트하고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CSI 사양을 도입하면 Kubernetes 볼륨 계층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CSI를 

사용하면 타사 스토리지 공급업체에서 핵심적인 Kubernetes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도 

Kubernetes에서 새로운 스토리지 시스템을 노출하는 플러그인을 작성하고 배포할 수 

Kubernetes 

클러스터 

Kubernetes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사양 

https://kubernetes-csi.github.io/docs/introduction.html
https://kubernetes-csi.github.io/docs/introdu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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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기능은 Kubernetes 사용자에게 더 많은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활용 사례 2에서는 Dell EMC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사용하여 Kubernetes 스토리지 자동화의 이점을 보여 줌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림 4. CSI 드라이버를 사용한 PowerFlex 및 Kubernetes 아키텍처 

 

고객은 PowerFlex CSI 드라이버를 통해 Kubernetes를 사용하는 동안 스토리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PV(Persistent Volume) 작업 - 스냅샷에서 생성, 나열, 삭제 및 생성 

• 동적 볼륨 프로비저닝 - 수동 단계 없이 필요에 따라 영구 볼륨 생성 

• 스냅샷 기능 - 생성, 삭제 및 나열 

볼륨 접두사를 통해 LUN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영구 볼륨의 경우 CSI 플러그인은 작업자 

노드에서 ext4 및 xfs 파일 시스템을 모두 지원합니다. GitHub dell/csi-vxflexos 페이지에서 

최신 PowerFlex CSI 드라이버에 대한 설치 상세 정보 및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itHub에서 드라이버 제품 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또한 Dell Technologies는 GitHub에서 다음 시스템에 대한 CSI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 Dell EMC XtremIO  

• Dell EMC PowerScale  

• Dell EMC PowerMax 

• Dell EMC Unity 

 

Kubernetes는 오픈 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입니다. Dell Technologies는 

Kubernetes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의 

플래티넘 회원입니다. VMware, Red Hat 및 Canonical과 같은 회사는 공통 오픈 소스 

버전을 기반으로 지원되는 자체 Kubernetes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서에서 설명하는 

활용 사례에서는 오픈 소스 Kubernetes의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이를 

사용하여 폭넓은 디자인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주요 지원 플랫폼에는 대부분의 Linux 

Dell EMC 

PowerFlex CSI 

드라이버를 

사용한 

kubernetes 

자동화 

Kubernetes 구현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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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과 Google GCP, Amazon AWS, Microsoft Azure와 같은 클라우드가 포함됩니다. 

Kubernetes 커뮤니티에서 지원하는 오픈 소스 Kubernetes에 대한 지원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 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다른 버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VMware와 Pivotal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VMware Enterprise PKS는 심층적인 NSX-T 통합 

및 내장된 전용 레지스트리를 갖춘 Kubernetes의 엔터프라이즈 구축 제품입니다. 업스트림 

Kubernetes를 지원하겠다는 VMware 및 Pivotal의 약속은 고객이 새로운 Kubernetes가 

릴리스된 이후 수 주 안에 새 버전의 PKS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VMware 

vSphere에서 표준화한 고객에게 PKS는 플랫폼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Red Hat OpenShift는 Azure Red Hat OpenShift와 같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Red Hat OpenShift는 CNCF 

Certified Kubernetes 프로그램의 일부로, 컨테이너 워크로드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OpenShift는 간편한 설치와 보안에 맞춰진 초점, 엔터프라이즈 지원을 제공하므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용 Dell 

Technologies 솔루션 정보 허브에는 관련 기술 가이드 및 백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Canonical에서는 모든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베어 메탈 및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클라우드에 걸쳐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순수 업스트림 Kubernete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Canonical은 퍼블릭 

클라우드, VMware, OpenStack 및 베어 메탈용 Ubuntu의 Kubernetes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지원도 제공합니다. 

Kubernetes 스토리지 클래스 

Dell Technologies는 이 백서에서 설명하는 활용 사례에 Kubernetes 스토리지 클래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Kubernetes 스토리지 클래스는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플러그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PowerFlex는 블록 스토리지 통합을 

위한 광범위한 기능을 지원하는 Kubernetes와의 CSI(Container Storage Interface) 호환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영구 애플리케이션은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모든 영구 볼륨 

요구 사항에 대해 PowerFlex 볼륨을 직접 동적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Kubernetes는 

관리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스토리지 기능을 설명하고 QoS(Quality of Service) 수준, 백업 

정책 또는 기타 스토리지별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Kubernetes는 

이러한 클래스 표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른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 개념을 스토리지 

프로필이라고도 합니다. PowerFlex의 고유한 기능 덕분에 상태 저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Kubernetes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개체는 동적 볼륨 

프로비저닝 중에 필요하지만,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활용 사례에서는 정적 볼륨 

프로비저닝을 수행합니다.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는 설치 중에 Kubernetes에 3개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Kubernetes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PowerFlex 클래스는 사전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 사용자는 어레이에 생성된 영구 스토리지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의 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미리 정의된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면 성능 제한을 정의하여 환경을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컨테이너 풀에 대해 낮은 스토리지 

등급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제한하여 할당된 대역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전체 환경에서 더욱 안정적인 스토리지 성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infohub.delltechnologies.com/t/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
https://infohub.delltechnologies.com/t/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
https://infohub.delltechnologies.com/t/red-hat-openshift-container-platform/
https://www.dell.com/community/Containers/FAQ-CSI-Driver-for-VxFlexOS/td-p/7285716
https://www.dell.com/community/Containers/FAQ-CSI-Driver-for-VxFlexOS/td-p/7285716
https://www.dell.com/community/Containers/FAQ-CSI-Driver-for-VxFlexOS/td-p/7285716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storage/dynamic-provisioning/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storage/dynamic-provisioning/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storage/dynamic-provisioning/
https://cloud.ibm.com/docs/containers?topic=containers-kube_concepts#static_provisioning
https://cloud.ibm.com/docs/containers?topic=containers-kube_concepts#static_provisioning
https://cloud.ibm.com/docs/containers?topic=containers-kube_concepts#static_provisioning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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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기반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소비하는 리소스와 

총 스토리지 대역폭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에서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맞춤화된 스토리지 클래스 세트가 필요한 시나리오의 경우, 

kubernetes에서 PowerFlex 스토리지 시스템 Qo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맞춤화된 QoS 

정책을 만들 때, GB당 최대 대역폭 또는 최대 IOPS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임시 성능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제한을 초과하는 대역폭 또는 IOPS의 양인 

버스트 백분율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스토리지 클래스 및 사용자 정의된 QoS 정책 사용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보장 

• 비운영 컨테이너에 성능 제한을 두어 "노이지 네이버(noisy neighbor)" 문제 제거 

Linux의 Oracle 및 Docker 컨테이너 

2017년 4월에 열린 DockerCon US 이벤트에서 Oracle은 개발 운영 개발자를 위한 표준인 

Docker Store에서 다른 Oracle 제품과 함께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Dev-Ops 개발자는 Docker Store에서 

이미지를 40억 번 이상 가져왔으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별된 고품질 콘텐츠용 

Canonical 소스 때문에 Docker Store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된 Oracle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또 다른 이점은 관리자, 개발자 및 고객이 Oracle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패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Docker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모든 런타임 종속성으로 패키징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목표는 코드나 인프라스트럭처를 변경하지 않고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기능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 간 이식성을 확보하고, 민첩하게 처리하여 더 신속하게 배포함으로써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할 필요성을 없앱니다.  

그러면 결국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수천 개의 규모로 배포하는 작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작업에서 Kubernetes 포드(컨테이너 그룹)는 오픈 

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도움을 줍니다. 향후에는 Oracle docker 컨테이너가 

마이크로서비스를 실행하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kubernetes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Docker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서비스가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이 백서에서는 Oracle Linux용 Oracle 컨테이너로만 작업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에 

문의하여 Kubernetes 환경에서 최신 버전의 공인 CSI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Docker 및 Kubernetes를 갖춘 컨버지드 Oracle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프로토타입을 보여 줍니다.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www.youtube.com/watch?v=YvU9rfdz-9Q
https://hub.docker.com/_/oracle-database-enterprise-edition
https://en.wikipedia.org/wiki/Oracle_Linux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www.red-gate.com/simple-talk/sql/oracle/getting-started-with-oracle-database-12c-multitenant-architecture/
https://www.red-gate.com/simple-talk/sql/oracle/getting-started-with-oracle-database-12c-multitenant-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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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ocker 및 Kubernetes를 갖춘 Oracle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Docker 볼륨은 Docker 컨테이너에서 관리할 스토리지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는 Docker 디렉토리 구조(예: /var/lib/docker/volumes)에 따라 

유지되며 Docker CLI 또는 Docker API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Docker 엔진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호스트의 직접 액세스로부터 격리된 볼륨을 관리합니다. 

 

그림 6. Docker 볼륨 

Docker 데이터 볼륨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볼륨은 Linux 및 Windows 컨테이너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 컨테이너 간에 볼륨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컨테이너는 콘텐츠를 새 볼륨으로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Docker 

볼륨(컨테이너 

스토리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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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점 목록은 Docker 문서의 볼륨을 참조하십시오. 이 솔루션의 경우, Linux 관리자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활용 사례 1에 대한 Docker 데이터 볼륨을 사용했습니다. 

 

활용 사례 1에서 Linux 관리자는 Linux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서버에 이미 프로비저닝된 PowerFlex 스토리지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Docker 가이드는 바인드 마운트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방법은 스토리지를 

컨테이너에 연결하는데 이상적입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 

운영 체제의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으며 Docker에서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림 7. Linux 바인드 마운트 

Linux 바인드 

마운트(호스트 

스토리지 내) 

https://docs.docker.com/storage/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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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Dell EMC Flex 노드 및 스토리지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owerEdge 제품군 서버 ...................................................................................... 26 

Dell Technologies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 

 PowerFlex 제품군 개요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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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ge 제품군 서버 

Dell EMC PowerEdge 제품군 서버는 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 워크로드를 위한 

확장형 비즈니스 아키텍처, 지능형 자동화, 통합 보안을 제공합니다. 개방형 표준 x86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랙, 타워 및 모듈형 서버 인프라스트럭처의 PowerEdge 

포트폴리오는 고객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owerEdge 서버는 모든 제품 옵션에 동일한 사용자 경험과 통합 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을 패치, 관리, 업데이트, 갱신 및 폐기할 일련의 Runbook이 있습니다. 

R640 서버는 각각 최대 28개의 컴퓨팅 코어가 있는 최대 2개의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갖춘 1U 폼 팩터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엔터프라이즈 배포 버전의 

Linux(Canonical Ubuntu,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를 

지원합니다. R640 서버는 가장 까다로운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워크로드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메모리 구성을 지원합니다. 최대 2,933MT/s의 속도를 지원하는 등록된 ECC DDR4 

로드 감소 DIMM(LRDIMM)을 위한 24개의 슬롯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3TB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온보드 스토리지는 다음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 x 2.5인치를 수용하는 전면 드라이브 베이 SAS/SATA SSD(최대 76.8TB)  

• 최대 10개의 NVMe 드라이브(최대 64TB)  

• 최대 4 x 3.5인치 SAS/SATA 드라이브(최대 56TB) 

활용 사례에서는 PowerEdge R640 서버를 선택했습니다. 3개의 R640 서버는 PowerFlex 

컨트롤러 노드로 사용되며, 4개의 R640 서버는 PowerFlex 고객 노드로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PowerEdge R640는 다음을 지원하는 1U 랙 서버입니다. 

•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2개 

• 최대 1,536GB 메모리를 지원하는 DIMM 슬롯 24개 

• AC 또는 DC 전원 공급 장치 2개 

• SAS, SATA 또는 니어라인 SAS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 10+2개 

Dell Technologies 엔지니어가 활용 사례에 사용하는 R640의 PowerEdge 서버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솔루션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PowerFlex 클러스터 컨트롤러 노드 설정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PowerFlex: 네트워킹 모범 사례 및 설계 고려 사항 백서 를 참조하십시오. 

Dell Technologies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 PowerFlex 

제품군 개요 

PowerFlex(이전 명칭: VxFlex OS)는 PowerFlex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규모에 

따라 예측 가능한 고성능 및 회복탄력성과 유연성, 탄력성,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스케일 아웃 소프트웨어 정의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PowerFlex 어플라이언스 및 

PowerFlex 랙을 포함하는 PowerFlex 제품군은 완벽하게 지원되고 고객 사양에 맞게 

구성됩니다. VxFlex Ready Node는 PowerFlex와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된 검증된 서버 

구성 요소입니다. 수천 가지 구성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Product_Docs/en/poweredge-r640-spec-sheet.pdf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Product_Docs/en/poweredge-r640-spec-sheet.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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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SSD(Solid State Drive)에서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또는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플래시와 같은 최신 스토리지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통해 고객은 용량 및 

성능 요구 사항에 맞는 스토리지 계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계층화를 보완하는 

것은 QoS(Quality of Service) 설정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QoS를 통해 고객은 최대 

IOPS, GB당 최대 IOPS, 최대 대역폭 및 GB당 최대 대역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압축을 지원하여 SSD의 소중한 스토리지 공간을 

절약합니다. 압축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볼륨이 생성될 때 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볼륨에서 압축을 지원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씬 프로비저닝이 사용됩니다. 씬 

프로비저닝은 사용되는 공간만 할당함으로써 스토리지 공간을 예약하여 스토리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PowerFlex 랙은 모던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 IaaS 및 PaaS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니셔티브를 위한 최고의 성능, 안정성, 확장성, 민첩성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PowerFlex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통해 구동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엔터프라이즈급 PowerEdge 서버를 기반으로 합니다. IPI(Intelligent Physical 

Infrastructure) 캐비닛과 통합 네트워킹 및 전용 시스템 관리 제어 플레인을 제공하는 랙 

스케일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입니다. 

 

그림 8. PowerFlex 통합 랙 이점 

PowerFlex 통합 랙의 모듈형 설계를 통해 환경에 표준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유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형 모델을 사용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씩 확장하여 다른 접근 

방식과 관련된 오버 프로비저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체 PowerFlex 

아키텍처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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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owerFlex 통합 랙 확장성 

전체 시스템은 검증되고 테스트를 거친 모범 사례에 따라 Dell Technologies 공장에서 구축 

및 구성됩니다. 고객은 탁월한 성능, 확장성 및 성능 외에도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비롯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단일 지원 창구와, 검증된 자동 RCM(Release Certification 

Matrix)을 통한 포괄적인 수명 주기 관리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PowerFlex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MDM(Meta Data Manager) - MDM은 자동 재구축 및 재조정과 같은 메타데이터 및 

핵심 기능을 관리하여 미디어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PowerFlex 클러스터에는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터, 슬레이브, 

스탠바이 및 TieBreaker로 배포된 여러 MDM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든 

PowerFlex 클러스터에는 하나의 마스터, 하나 또는 두 개의 슬레이브, 그리고 하나 

또는 두 개의 TieBreaker MDM이 있습니다. 선택 사항으로 클러스터에 최대 10개의 

스탠바이 MD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탠바이 MDM을 추가하면 복원력이 

향상되고, 3개의 스탠바이 MDM 및 2개의 Tie-Breaker로 69개의 가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SDC(Storage Data Client) - SDC는 서버의 커널에서 실행되며,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가용성이 높은 연결을 제공하는 가상 HBA처럼 작동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필요한 만큼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C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동일한 서버에 설치되며, 운영 체제에 

PowerFlex 볼륨을 로컬 디스크인 것처럼 제공합니다. 

• SDS(Storage Data Server) - SDS는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데몬입니다. SDC는 SDS와 직접 통신합니다. SDC가 애플리케이션에서 I/O 요청을 

받은 경우, 캐싱된 메타데이터 맵을 탐지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SDS로 

요청을 직접 전송합니다. 읽기 작업의 경우 SDC는 볼륨 메타데이터 맵을 보고 

데이터가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SDS에 요청을 보냅니다. 볼륨 메타데이터 

맵에는 볼륨에 대한 SDS 데이터 블록 매핑이 있습니다. I/O가 쓰기일 경우 SDC는 

볼륨 메타데이터 맵을 탐지하고 사용 가능한 블록 스토리지가 있는 SDS에 쓰기 

요청을 전송합니다. SDS는 데이터의 보조 복제본을 보호 도메인의 다른 SDS에 

동시 작성합니다. 다른 SDS는 해당 데이터 블록에 대한 보조 SDS가 됩니다. 보조 

복제본이 작성되면 기본 SDS가 SDC에 승인을 전송하여 I/O 요청을 완료합니다.  

PowerFlex는 분산된 슬라이스 볼륨 레이아웃과 결합된 효율적인 분산형 블록 I/O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 설계는 최대 수백 개의 노드로 확장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I/O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PowerFlex는 HCI 및 엔지니어드 시스템의 유연성을 한 차원 높여주는 다양한 

배포 옵션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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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환경에서 PowerFlex SDS는 SVM(Storage VM)이라고 하는 특수 VM에 

VIB(vSphere Installation Bundle)로 설치됩니다. 즉, MDM 및 SDS 구성 요소는 전용 

SVM에 설치되지만 SDC는 ESXi 호스트에 직접 설치됩니다. SVM(Storage VM)은 관리 IP 

주소와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다른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는 SDS와 

SDS(읽기/쓰기용)와 SDS(재구성 및 재조정용) 간에 트래픽이 흐르는 곳입니다. 

스토리지 풀에 대해 정의된 PowerFlex 볼륨은 ESXi 호스트에 매핑되어 VMFS 데이터 

스토리지로 포맷하거나 RDM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C가 볼륨에 매핑되는 경우, 

즉시 볼륨에 액세스하고 표준 블록 디바이스로 애플리케이션에 로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DirectPath 디바이스 관리는 SVM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2개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최상의 고가용성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GUI를 통해 표준 구성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GUI를 사용하면 전체 PowerFlex 성능 

지표를 검색하고 다양한 요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GUI에서 Backend > Storage를 선택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 지표가 표시됩니다. 

• 전체 시스템 IOPS 

• 전체 시스템 대역폭 

• 읽기/쓰기 통계 

• 평균 I/O 크기 

읽기/쓰기 크기, 읽기/쓰기 IOPS, 읽기/쓰기 대역폭 등의 볼륨별 성능 지표를 검색하려면 

Frontend > Volumes > Volume Monitor를 선택합니다. 

 

PowerFlex Manager는 프로비저닝, 관리, 모니터링, 알림, 수명 주기 관리 및 보고를 위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PowerFlex 통합 랙 M&O(Management & Orchestration) 

도구입니다. PowerFlex 통합 랙의 작업을 구현, 프로비저닝 및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수동 작업이 줄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자동화를 통해 PowerFlex 통합형 랙에 

대한 작업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Essentials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PowerFlex 통합 랙 배포에서 노드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목록화 

•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PowerFlex 통합 랙 환경을 확장 또는 축소 

• IT 운영 관리 사례에 부합하는 PowerFlex 통합 랙 실행 

• 기술적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알리며, 보고하고, 문제를 해결 

• 2계층 아키텍처에 대한 지원 제공 

• 서비스 내에서 볼륨 추가 또는 제거 

• 간편하고 일관적인 배포를 위한 서비스 템플릿으로 구성 저장 

VMware 스토리지 

가상화 

PowerFlex GUI 

PowerFlex 

Manager 

https://en.wikipedia.org/wiki/VM-aware_storage
https://blogs.vmware.com/vsphere/2011/09/whats-in-a-vib.html
https://cpsdocs.dellemc.com/bundle/VXF_DEPLOY/page/GUID-58DF3063-7FA5-4DC9-9CB8-53B9B44136F4.html
https://cpsdocs.dellemc.com/bundle/VXF_DEPLOY/page/GUID-58DF3063-7FA5-4DC9-9CB8-53B9B44136F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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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1: 컨테이너화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수동 프로비저닝 

활용 사례 1에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서 실행되는 Oracle 12c 및 19c 컨테이너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활용 사례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4개의 가상 머신을 생성했습니다. 

• 각각 300GB 하드 디스크, 2개의 vCPU 및 20GB 메모리를 포함하는 Oracle 12c 및 

19c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2개의 VM으로, 해당 VM의 이름은 UC1_12C와 

UC1_19C입니다. 

• 세 번째 VM은 Oracle SQL 개발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며,이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컨테이너 안에 상주하는 12c 및 19c Oracle 데이터베이스 간의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네 번째 VM은 Oracle DB 이미지를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활용 사례 1 아키텍처를 

보여 줍니다. 

 

그림 10. 활용 사례 1 - 아키텍처 

활용 사례 1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에 표시된 컨테이너 기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수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1. Docker를 설치합니다. 

2. Docker EE 라이선스를 활성화합니다.  

3. Docker 컨테이너 내에서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합니다.  

4. Docker 컨테이너에서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행합니다.  

5. GitHub에서 가져온 샘플 Oracle 스키마를 Oracle 12c 및 19c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6. 컨테이너에서 Oracle SQL 개발자 및 쿼리 테이블을 설치합니다. 



5 장: 수동 프로비저닝  

 

32 Kubernetes 가 관리하는 Docker 컨테이너를 포함한 Oracle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용 사례 

백서 

 

1단계: Docker 설치 

이 단계에서는 두 VM(UC1_12C 및 UC1_19C) 모두의 Oracle Enterprise Linux 7.6에 

Docker를 설치합니다. Docker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Oracle Enterprise Linux 7.6는 두 VM 모두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 운영 체제에는 Oracle Enterprise Linux에 대한 Yum 리포지토리를 위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Docker의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합니다. 

1. Oracle Linux 7.6에서 커널 UEKR5를 활성화합니다. 

[root@docker ~] #yum-config-manager --enable ol7_UEKR5 

2. 추가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root@docker ~] # yum-config-manager --enable *addons 

3. Yum을 사용하여 저장소를 업데이트합니다. 

[root@docker ~] # yum update 

4. Docker 엔진을 설치합니다. 

[root@docker ~] #yum install docker-engine 

5. Docker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root@docker ~] #systemctl enable docker 

6. Docker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root@docker ~] #systemctl start docker 

7. Docker 버전을 확인합니다. 

[root@docker ~] #docker version 

2단계: Docker Enterprise Edition 라이선스 활성화  

Docker EE(Enterprise Edition)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Docker 라이선스 키(docker_subscription. lic)를 로컬 Docker 호스트에 

다운로드하여 복사합니다. 

2. 라이선스 키를 활성화합니다. 

[root@12c-docker ~] # sudo docker engine activate –license 

docker_subscription.lic 

3. 라이선스 키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oot@12c-docker ~] #docker info 

4. 샘플 "Hello-World" 이미지를 끌어와 Docker를 검증합니다. 

[root@12c-docker ~] #docker pull hello-world 

5. "Hello-world"를 실행합니다. 

[root@12c-docker ~] #docker run hello-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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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ocker에서 Oracle 12c 컨테이너 실행  

Oracle 레지스트리에서 Oracle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OCR(Oracle Container Registry)에서 

Oracle 12c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로컬 호스트에서 Oracle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하고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root@12c-docker ~] # Docker login container-

registry.oracle.com 

2. 웹 브라우저를 열고 OCR에 로그인한 다음 Oracle 지원 ID 및 암호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3. Oracle 데이터베이스 12.2.0.1 Docker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OCR에서 12c Docker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참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고품질 컨테이너 이미지에 액세스하면 일반적으로 Docker 파일에서 

로컬로 작성된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작업 시간을 절약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기 전에 항상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root@12c-docker ~] # docker pull container-

registry.oracle.com/database/enterprise:12.2.0.1 

5. Docker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root@12c-docker ~] #docker images 

6. 대역폭을 절약하려면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전용 Docker 레지스트리 설정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a. [root@12c-docker ~] # mkdir -p /opt/registry/data 

b. [root@12c-docker ~] # mkdir -p /var/lib/registry 

c. [root@12c-docker ~] #docker run -d -p 5000:5000 --name 

registry -v /opt/registry/data:/var/lib/registry/ --

restart always registry 

7. 로컬 호스트를 사용하여 Oracle 12c 이미지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root@12c-docker ~] #docker tag container-

registry.oracle.com/database/enterprise:12.2.0.1 

localhost:5000/ora12C 

8. Oracle 12c 이미지를 로컬 저장소로 푸시합니다. 

[root@12c-docker ~] # docker push localhost:5000/ora12c 

참고: Oracle 컨테이너 이미지를 맞춤 구성하는 경우, 기본 이미지와 맞춤 구성된 내용을 모두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활용 사례에 대해 적절한 주석을 

입력하십시오. 

9. 로컬 저장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root@12c-docker ~] # ls -ll 

/opt/registry/data/docker/registry/v2/repos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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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스트 OS에서 "test" 라는 Docker 볼륨을 생성하고 /home/oracle에 마운트합니다. 

또한 Oracle Linux 관리자는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하여 로컬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파일 시스템 테이블(fstab)에 있는 

파일 시스템 테이블에 바인드 마운트를 추가합니다). 바인드 마운트는 컨테이너 

환경 내의 Oracle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더 적합하지만, 볼륨은 Docker 컨테이너에 

의해 생성되고 사용된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선호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해, 

볼륨은 바인드 마운트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Docker 

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활용 사례 1의 경우, Dell Technologies가 Docker 

볼륨을 사용했습니다. Docker 볼륨을 생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 [root@12c-docker ~] #docker volume create --driver local 

--opt type=none --opt device=/home/oracle/ --opt o=bind 

test 

b. [root@12c-docker ~] #docker volume create -d local -o 

Mountpoint=/home/oracle --name=test 

11. 필요한 그룹 및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보안 및 액세스 

메커니즘을 구현하려면 아래 단계에 설명된 대로 그룹 및 유효한 권한을 생성하고 

Oracle 사용자에게 추가합니다. 

a. [root@12c-docker oracle] # groupadd -g 54321 oinstall 

b. [root@12c-docker oracle] # groupadd -g 54322 dba 

c. [root@12c-docker oracle] # useradd -u 54321 -g oinstall 

-G dba oracle 

12. 로컬 호스트의 /home/oracle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호스팅하므로 

이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을 변경하여 다음 명령의 권한 문제를 방지합니다. 

a. [root@12c-docker oracle] # chown -R oracle: dba 

/home/oracle 

b. [root@12c-docker oracle] # chmod -R 777 /home/oracle 

13. 아래에 표시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내에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root@12c-docker ~] #docker run -d --name database12c -p 

1521:1521 -p 5500:5500 -e ORACLE_SID=ORCLCDB -e 

ORACLE_PDB=orclpdb1 -e ORACLE_PWD=oracle -v test:/ORCL 

localhost:5000/ora12c 

14. 12c 컨테이너에 로그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컨테이너에서 인터랙티브형 bash 

셸을 실행하여 Docker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되는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컨테이너 내에 상주하는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합니다. 

[root@12c-docker ~] # docker exec -it 3804167e17da 

bash[oracle@3804167e17da ~] $ sqlplus "/ as sysdba" 

 

  

https://docs.docker.com/storage/bind-mounts/
https://docs.docker.com/storage/volumes/
https://docs.docker.com/storage/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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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Docker에서 Oracle 19c 컨테이너 구축 및 실행  

이 단계는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와 달리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Github 저장소에서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는 3단계와 유사합니다.  

1. GitHub에서 Oracle 19c에 대한 빌드 파일(이미지)을 다운로드합니다. 

[root@19c-docker ~] # git clone https://github.com/marcelo-

ocha/docker-images.git 

2. 아래 표시된 위치에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하고 

복사합니다. 

[root@19c-docker ~] # pwd 

/root/dockerimages/OracleDatabase/SingleInstance/dockerfiles

/19.3.0 

3. Docker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root@19c-docker ~] #./buildDockerImage.sh -v 19.3.0 -e –I 

4. 19c Docker 이미지를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에 푸시합니다. 

a. [root@19c-docker ~] # docker run -d -p 5000:5000 --name 

registry -v /opt/registry/data:/var/lib/registry/ --

restart always registry 

b. [root@19c-docker ~] # docker tag oracle/database:19.3.0-

ee localhost:5000/ora19 

c. [root@19c-docker ~] # docker push localhost:5000/ora19 

5.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명명된 Docker 볼륨을 생성합니다. 

[root@19c-docker ~] # docker volume create --driver local --

opt type=none --opt device=/home/oracle/ --opt o=bind test 

[root@19c-docker ~] # docker volume create -d local -o 

Mountpoint=/home/oracle --name=test 

6. 필요한 그룹 및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a. [root@19c-docker oracle] # groupadd -g 54321 oinstall 

b. [root@19c-docker oracle] # groupadd -g 54322 dba 

c. [root@19c-docker oracle] # useradd -u 54321 -g oinstall 

-G dba oracle 

7. 로컬 호스트에서는/home/oracle 디렉토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이후 명령에서 권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 디렉토리의 권한을 

변경합니다. 

a. [root@19c-docker oracle] # chown -R oracle: dba 

/home/oracle 

b. [root@19c-docker oracle] # chmod -R 777 /home/oracle 

8.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root@19c-docker ~] #docker run -d --name database19c -p 

1521:1521 -p 5500:5500 -e ORACLE_SID=ORCLCDB -e 

ORACLE_PDB=orclpdb1 -e ORACLE_PWD=oracle -v test:/ORCL 

https://github.com/oracle/docker-images
https://github.com/oracle/docker-images
https://github.com/oracle/docker-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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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host:5000/ora12c 

9. 19c 컨테이너에 로그인합니다. 

[root@19c-docker ~] # docker exec -it d9a40ee6ca10 bash 

[oracle@d9a40ee6ca10 ~] $ sqlplus "/ as sysdba" 

5단계: GitHub에서 샘플 스키마 가져오기  

이 단계에서는 준비된 Oracle 19c 스키마 저장소를 Github 위치 에서 끌어와 로컬 볼륨에 

덤프합니다. 이 저장소에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Enterprise Edition과 함께 설치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샘플 스키마의 복제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장소를 통해 

@mksample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HR 스키마를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GitHub에서 샘플 스키마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샘플 스키마를 가져옵니다. 

[root@12c-docker ~] # git clone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git 

2. 이러한 샘플 스키마를 컨테이너에 액세스할 수 있는 Docker 볼륨에 복사합니다. 

[root@12c-docker oracle_sample_schema] # cp -R db-sample-

schemas/ /home/oracle/ 

3. 스크립트 내부의 폴더 경로를 컨테이너 내에 있는 경로로 수정합니다. 예: 

[root@12c-docker db-sample-schemas] # perl -p -i.bak -e 

's#__SUB__CWD__#'/opt/oracle/oradata/db-sample-schemas'#g' 

*.sql */*.sql */*.dat 

4. 컨테이너에서 "mksample"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샘플 스키마를 

생성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sys, 시스템 사용자 및 기타 모든 스키마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sql>alter session set container=ORCLPDB1; 

sql>@mksample 

6단계: 컨테이너에서 Oracle SQL 개발자 및 쿼리 테이블 설치 

이 단계에서는 Oracle 다운로드 사이트 에서 Oracle SQL Developer를 다운로드하고, 그림 

10에 설명된 대로 Oracle SQL Developer를 네 번째 VM에 설치합니다. Oracle SQL 

Developer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 조작을 위해 Oracle 12c 및 19c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Oracle SQL 

Developer(그림 11)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SQL 쿼리를 실행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Oracle SQL Developer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https://www.oracle.com/tools/downloads/sqldev-v192-downloads.html에서 Oracle 

jdk 13.0.1이 포함된 Linux 64비트 rpm용 Oracle SQL Developer 19.2.1 

다운로드를 다운로드합니다. 

2. Oracle SQL Developer rpm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root@12c-docker ~ #rpm -ivh sqldeveloper-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
https://www.oracle.com/tools/downloads/sqldev-v192-downloads.html
https://www.oracle.com/tools/downloads/sqldev-v192-downloads.html
https://www.oracle.com/tools/downloads/sqldev-v192-downloa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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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247.2212.noarch.rpm 

3. sqldeveloper를 엽니다. 

[root@12c-docker ~] #sqldeveloper 

4. 다음 그림처럼 연결 사용자에 hr, 암호 서비스 이름에 ORCLPDB1을 설정합니다. 

5.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테이블 쿼리 

활용 사례 1 검토  

첫 번째 활용 사례의 주요 이점은 일반적인 Oracle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는 기존의 

수동 설치 및 구성 방법 대신 Docker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절약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의 

구축 프로세스는 복잡하며 많은 시간과 계획을 수반합니다. Docker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기존 구축 프로세스는 개발자와 다른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온디맨드 환경으로 변환됩니다. Docker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활용 사례의 주요 이점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몇 분만에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이 활용 사례에 대한 Docker 컨테이너 환경을 설정하는 동안 서버 환경 구성과 Docker 

라이선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활용 사례 1 계획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의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Docker 레지스트리 위치 및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옵션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도 설명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은 다양한 서버를 제공하여 고객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컴퓨팅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owerEdge R640 서버는 코어당 Docker 

Enterprise Edition 라이선스를 최적화합니다. Docker 라이선스 투자를 극대화하는 

서버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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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ge 서버 환경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테이너화된 

환경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면 CPU 활용도 효율을 통합으로 극대화해야 합니다.  

 

Docker 레지스트리의 위치를 선택할 때 사용 편의성과 지원, 컨테이너 프로비저닝 속도, 

컨테이너 프로비저닝 빈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프로비저닝 속도 및 빈도 요구 

사항에 따라 레지스트리가 상주하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속이고 

빈도가 낮은 프로비저닝에 클라우드 기반 레지스트리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적입니다. 높은 빈도의 프로비저닝과 결합된 고속 프로비저닝은 LAN을 사용하는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스토리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지만, 

개발자와 스토리지 관리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수동 프로세스입니다. 이 활용 사례에서는 

소규모 개발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스토리지의 수동 프로비저닝을 시연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환경이나 환경 규모에 관계 없이 자동화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는 활용 사례 2에 

따라 PowerFlex의 CSI 드라이버와 결합하여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활용 사례 1에서는 Docker 볼륨을 사용했으나, Docker에서 빠른 성능을 위해 호스트 내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스토리지를 

컨테이너에 연결하는데 적합하며 호스트 운영 체제의 어느 곳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바인드 마운트가 사용되면 모든 서버 프로세서 또는 사용자가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소유자 및 그룹 수준에서 그리고 디렉토리 및 파일 권한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보호하여 이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활용 사례 1에서 컨테이너화된 Oracle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현할 때 내린 

결정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 6. 활용 사례 1에 대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 요약 

선택 의사 결정 설명 

Docker Community Edition 

또는 Enterprise Edition 

Enterprise Edition 인증 이미지 및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함 

클라우드 기반 전용 

레지스트리 또는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 

로컬 전용 레지스트리 컨테이너의 가장 빠른 

프로비저닝을 제공하지만 

복잡성과 지원 요구 사항이 

증가함 

PowerFlex 제품 가이드 또는 

자동화된 프로비저닝을 위한 

CSI 드라이버 

수동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이 활용 사례의 제한된 요구 

사항에 적합함 

Docker 

레지스트리 위치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비즈니스 의사 

결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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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의사 결정 설명 

Docker 볼륨 또는 바인드 

마운트 

활용 사례 1에서는 Docker 

볼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이 활용 사례에 대한 

바인드 마운트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cker 컨테이너에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속도, 유연성 

및 간편한 배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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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2: 컨테이너화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자동 프로비저닝  

활용 사례 1에서는 Oracle Linux OS, PowerFlex 스토리지 시스템 및 VMware vSphere 

가상화 스택에 대한 컨테이너의 수동 프로비저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Kubernetes)을 통해 컨테이너 및 스토리지의 자동화 

프로비저닝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프로비저닝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관리해야 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Docker 컨테이너에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면 환경 전반에서 일관적이며 격리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작이 보장됩니다. 이 활용 사례에서 개발자는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와 함께 Kubernetes를 사용하여 활용 사례 1에 설명된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의 컨테이너에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활용 사례 2에서는 Kubernetes 및 PowerFlex 스토리지와의 CSI 플러그인 통합에 대한 

가치를 보여 줍니다. PowerFlex를 사용하는 kubernetes 오케스트레이션은 영구 

스토리지에 대한 컨테이너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전략은 프로덕션 Oracle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확장하는 용이성, 간편함 및 속도를 보여 줍니다.  

활용 사례 2에는 아래와 같이 Kubernetes 클러스터 내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서 

실행되는 Oracle 12c 및 19c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12. 활용 사례 2 - 아키텍처 

 

활용 사례 2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위)에 표시된 것처럼,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3개의 

작업자 노드가 Kubernetes 클러스터내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Kubernetes master는 

클러스터의 단일 노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 수집으로, 마스터 노드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kube-apiserver, kube-controller-manager 및 kube-scheduler입니다. 

클러스터의 각 작업자 노드는 다음 두 가지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활용 사례 2 

아키텍처 설명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
https://kubernetes.io/docs/admin/kube-apiserver/
https://kubernetes.io/docs/admin/kube-controller-manager/
https://kubernetes.io/docs/admin/kube-sched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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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let는 Kubernetes 마스터와 통신합니다. 

• kube-proxy는 각 노드에 Kubernetes Networking Services를 반영하는 네트워크 

프록시입니다. 

ESXi 환경에서의 Kubernetes, PowerFlex SDS 및 MDM(앞서 설명)은 SVM(Storage 

VM)이라고 하는 특수 VM에 배포됩니다. SVM(Storage VM)에는 앞서 설명한 SDS와 

SDC에서 읽기/쓰기 간에 트래픽이 흐르는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IP 주소와 다른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 내에서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설치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PowerFlex를 사용하여 영구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버에는 CSI 컨트롤러 및 CSI 에이전트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CSI 

컨트롤러가 다양한 작업자 노드 간의 제어, 조정 및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CSI 

에이전트는 관리 목적을 위해 대상 노드/서버의 상태를 CSI 컨트롤러로 보냅니다. 다른 

Kubernetes 작업자 노드에서 활용 사례 2 개체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배포하는 것은 다음 

표에 나와있습니다. 

표 7. 다양한 Kubernetes 작업자 노드에 걸쳐 애플리케이션/개체 배포 

Kubernetes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개체 포드 

Kubernetes 작업자 1 VM1 CSI 컨트롤러 포드1 

CSI 에이전트 포드2 

VM2 Oracle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Kubernetes 작업자 2 VM1 Oracle 12c DB 포드1 

 CSI 에이전트 포드2 

Kubernetes 작업자 3 VM1 Oracle 19c DB 포드1 

 CSI 에이전트 포드2 

 VM2 Oracle SQL Developer 

 

활용 사례 2에서는 PowerEdge 서버와 PowerFlex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하이퍼 

컨버지드 또는 서버 SAN 아키텍처, 이질적 가상화 환경 및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배포하기 쉬운 구성 요소로 구성된 VxFlex Ready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VxFlex Ready Node는 배포 옵션, 빠르고 간편한 배포, 

엔터프라이즈급 회복탄력성, 대규모 확장성 등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활용 사례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하여 컨테이너 기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1. Kubernetes 클러스터 설정 

2. Kubernetes 클러스터 대시보드 설정 

3. Kubernetes 로드 밸런서 설정 

4. CSI Driver for PowerFlex 구성 

5. PowerFlex에서 PVC(Persistent Volume Claim) 및 Oracle 포드 생성 

환경 프로비저닝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
https://www.dell.com/en-in/work/shop/povw/vxflex-ready-nodes
https://www.dell.com/en-in/work/shop/povw/vxflex-ready-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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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냅샷 생성 및 영구 볼륨 복원  

7. 데이터 지속성 및 스냅샷 복원 확인 

1단계: Kubernetes 클러스터 설정 

활용 사례 2의 경우, 기본 Kubernetes 설치를 통해 LAN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더 뛰어난 성능과 제어력을 제공하고 구성을 맞춤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Kubernetes 관리자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사전 요구 사항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Kubernetes의 맞춤형 설치를 수행합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는 활용 사례 1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Docker 컨테이너의 수동 작업의 자동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Kubernetes 설정에는 다음 작업이 포함됩니다. 

• 사전 요구 사항 충족 

• Kubernetes 설치 

• Kubernetes 클러스터 초기화 

• Kubernetes 클러스터에 작업자 노드 추가 

 

Kubernetes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전 요구 사항 작업을 완료합니다. 

• SELinux를 허용 모드로 설정합니다. 

• 방화벽을 구성합니다. 

• Br_netfilter 모듈이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노드에 대해 스왑을 비활성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작업 수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SELinux를 허용 모드로 설정 

SELinux를 허용 모드로 설정하면 컨테이너가 포드 네트워크에 필요한 호스트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usr/sbin/setenforce 0 

# sed -i 's/^SELINUX=enforcing$/SELINUX=permissive/' 

/etc/selinux/config 

방화벽 구성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Kubernetes가 배포된 노드에서 방화벽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방화벽은 위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 firewall-cmd --add-masquerade --permanent 

b. 모든 노드는 TCP 포트 10250의 마스터 노드에서 연결을 수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irewall-cmd --add-port=10250/tcp --permanent 

사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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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트래픽은 UDP 포트 8472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 firewall-cmd --add-port=8472/udp --permanent 

d. Kubernetes에서 요구하는 모든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노드가 API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스터 

노드에서 TCP 포트 6443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노드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firewall-cmd --add-port=6443/tcp –permanent 

e. 방화벽을 다시 시작하여 이러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모든 노드는 Kubernetes 포드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패브릭의 모든 포트에 있는 다른 

모든 노드에서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Kubernetes가 배포된 노드에서 방화벽을 직접 실행 하지 않아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ystemctl disable firewalld 

# systemctl stop firewalld 

Br_netfilter 모듈이 로드되었는지 확인  

Br_netfilter 모듈이 존재하고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모듈은 일반적으로 로드되며, 이 

모듈을 수동으로 로드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br_netfilter 모듈이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smod|grep br_netfilter 

2. 필요한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br_netfilter 모듈을 수동으로 로드합니다(선택 

사항). 

# modprobe br_netfilter 

# echo "br_netfilter" > /etc/modules-

load.d/br_netfilter.conf 

3. Kubernetes에서는 네트워크 브리지를 통과하는 패킷이 필터링 및 포트 전달을 

위해 iptables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드에 있는 sysctl 구성 파일에서 

net.bridge.bridge-nf-call-iptables가 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at <<EOF >  /etc/sysctl.d/k8s.conf 

net.bridge.bridge-nf-call-ip6tables = 1 

net.bridge.bridge-nf-call-iptables = 1 

EOF 

# /sbin/sysctl -p /etc/sysctl.d/k8s.conf 

모든 노드에 대해 스왑 비활성화 

이러한 명령을 입력하여 성능 저하를 확인합니다.  

# sed -i '/swap/d' /etc/fstab 

# swapof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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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2에서는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3개의 작업자 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ubernetes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든 Kubernetes 노드에서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고 모든 노드가 서로 및 

인터넷과 통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드에서 

/etc/hosts 파일에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를 배치합니다. Kubernetes 마스터 및 

작업자 노드의 IP 주소에 대한 모든 참조는 다른 Kubernetes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이 호스트 파일에 저장됩니다. 

2. 모든 Kubernetes 노드에 Docker Enterprise Edition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Docker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root@docker ~] # systemctl status docker 

 

Docker 버전을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root@docker ~] #docker version 

 

3. Docker Enterprise Edition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Docker 

Enterprise Edition 라이선스 활성화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합니다. 

4. Kubernetes 저장소를 추가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림 12에 표시된 대로 

Kubernetes 클러스터 상태의 기본 키 값 데이터 스토리지인 etcd 저장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 cat <<EOF > /etc/yum.repos.d/kubernetes.repo 

[kubernetes] 

name=Kubernetes 

baseurl=https://packages.cloud.google.com/yum/repos/kubernet

es-el7-x86_64  

enabled=1 

gpgcheck=1 

repo_gpgcheck=1 

gpgkey=https://packages.cloud.google.com/yum/doc/yum-key.gpg 

https://packages.cloud.google.com/yum/doc/rpm-package-

key.gpg 

EOF 

5. Kubeadm, kubelet 및 kubectl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1.14.9 등의 Kubernetes 

버전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 버전을 지정합니다. 

# yum install kubelet-1.14.9 kubectl-1.14.9 kubeadm-1.14.9 

# systemctl enable kubelet  

# systemctl start kubelet 

참고: 이러한 모든 Kubernetes 프로세스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하고 그림 12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kubernetes가 모든 노드에 로드되어 구성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Kubernetes 설치 

file:///C:/Users/Tucker5/Downloads/packages.cloud.google.com/yum/doc/rpm-package-
file:///C:/Users/Tucker5/Downloads/packages.cloud.google.com/yum/doc/rpm-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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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Kubernetes를 초기화하고, 클러스터를 설정하며, Oracle 12c 및 19c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섹션의 단계에서는 Kubernetes 클러스터의 

운용성을 확인하고 마스터 및 작업자 Kubernetes 노드 간의 네트워킹 통신을 

테스트합니다.   

1. Kubernetes 클러스터를 초기화하려면 마스터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kubeadm init --pod-network-cidr=192.168.0.0/16 --

kubernetes-version=1.14.9  --ignore-preflight-

errors=Swap,FileContent--proc-sys-net-bridge-bridge-nf-call-

iptables,SystemVerification 

여기서, 

▪ pod-network-cidr =192.168.0.0/16은 포드 네트워크에 대한 IP 주소의 

범위입니다. ("calico"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eave-net 또는 

Flannel 같은 다른 포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IP 주소 범위를 변경하십시오.) 

다른 포드 네트워크의 IP 주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lannel의 

주소는 10.244.0.0/16일 수 있습니다. 

▪ kubernetes-version=1.14.9는 Kubernetes 노드에 설치한 Kubernetes 

버전입니다. 

2. 초기화가 완료된 후 마스터 노드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노드 조인 명령을 

복사한 다음 섹션에 있는 작업자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저장합니다. 

# mkdir -p $HOME/.kube 

# sudo cp -i /etc/kubernetes/admin.conf $HOME/.kube/config 

# sudo chown $(id -u):$(id -g) $HOME/.kube/config 

3. 포드(calico) 네트워크를 Kubernetes 클러스터에 구축합니다. 

# kubectl apply -f 

https://docs.projectcalico.org/v3.10/manifests/calico.yaml 

4.  Kubernetes 시스템 포드를 확인합니다. 

#kubectl get pods --all-namespaces 

 

1. 각 작업자 노드에 연결하고 이전 절차에서 복사한 kubeadm join 명령을 

실행합니다. Kubernetes 마스터에 대한 작업자 노드를 추가하면 클러스터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 kubeadm join 10.230.87.241:6443 --token 

sntfta.wjsndor3q8zqrpjz --discovery-token-ca-cert-hash 

sha256:2e46cf8ffb2838bfee7d419d6bc27b27e0713f98741b84c8cb673

bc34f49e017 

참고: 마스터 노드 및 작업자 노드의 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합니다. 

2. 마스터 노드에 연결하고 노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kubectl get nodes 

Kubernetes 

클러스터 초기화 

Kubernetes 

클러스터에 

작업자 노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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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Kubernetes 대시보드 설정 

Kubernetes 대시보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kubernetes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며, 

클러스터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kubernetes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요를 얻고, 개별 

Kubernetes 리소스(예: 배포, 작업, 데몬 세트 등)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Kubernetes 대시보드 

Kubernetes 대시보드 설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ubernetes 클러스터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려면 git 저장소에 연결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 yaml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influxdb.yaml 

▪ heapster.yaml 

▪ dashbord.yaml 

▪ sa_cluster_admin.yaml  

2. 다음의 대시보드 구성 파일을 생성합니다. 

#kubectl create -f influxdb.yaml 

#kubectl create -f heapster.yaml 

#kubectl create -f dashbord.yaml 

#kubectl create -f sa_cluster_admin.yaml 

3. 서비스 계정에 대한 토큰을 표시합니다. 

#kubectl -n kube-system describe sa dashboard-admin 

4. 이전 단계에서 표시된 서비스 계정 토큰을 사용하여 대시보드 로그인에 대한 

토큰을 받고 이를 복제합니다. 

https://kubernetes.io/docs/tasks/access-application-cluster/web-ui-dashboard/
https://kubernetes.io/docs/tasks/access-application-cluster/web-ui-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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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tl -n kube-system describe secret <sa token copied 

above> 

5.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 형식을 사용하여 Kubernetes 대시보드에 

액세스합니다. 

https://<ip address of master node>:32323 

 

예: https://10.230.87.241:32323 

6. 토큰 옵션을 선택하고 3단계의 명령줄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토큰 값을 지정한 후 

4단계에서 복제합니다. 

7. Kubernetes 대시보드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탐색 옵션이 표시됩니다. 

 

 

그림 14. Kubernetes 대시보드 

3단계: Kubernetes 로드 밸런서 설정 

Kubernetes의 로드 밸런싱은 외부 소스에서 네트워킹 트래픽에서 나오는 로드 분배를 

최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드 밸런싱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가상 

IP를 관리하는 kube-proxy라는 기능을 통해 수행됩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Kubernetes 

클러스터의 배포에 액세스하려면 로드 밸런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에서는 로드 

밸런서로 MetalL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MetalLB를 설치하려면 마스터 노드에 매니페스트를 적용합니다. 

#kubectl apply -f 

https://raw.githubusercontent.com/google/metallb/v0.8.3/mani

fests/metallb.yaml 

이 명령은 metallb-system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Kubernetes 클러스터의 

MetalLB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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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alLB를 구성하려면 파일에 다음 콘텐츠를 추가하여 config yaml 

파일(metallb-config.yaml)을 생성합니다. 

apiVersion: v1 

kind: ConfigMap 

metadata: 

  namespace: metallb-system 

  name: config 

data: 

  config: | 

    address-pools: 

    - name: default 

      protocol: layer2 

      addresses: 

      - 10.230.87.180-10.230.87.190 

3. Create 명령을 실행합니다. 

#kubectl create -f metallb-config.yaml 

4. 로드 밸런서를 구성한 후 배포를 위해 "LoadBalancer"라는 서비스 유형을 

생성합니다. 이 서비스는 외부 네트워크와의 포드 연결에 도움을 주는 IP 주소를 

생성합니다. 

4단계: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구성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는 PowerFlex를 사용하여 영구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Kubernetes에 설치된 플러그인입니다. Kubernetes 환경 외에도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통해 자동화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CSI 플러그인은 Dell 

Technologies와 다른 사용자가 블록 및 파일 스토리지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에 노출시키는데 사용하는 Kubernetes 정의 표준입니다. CSI 플러그인에서는 

Mesos, Docker Swarm, Kubernetes 등 여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에서 

스토리지 관리 기능을 통합합니다. 

Helm 차트에서 CSI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Helm 차트에서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설치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CSI 드라이버 컨테이너 

이미지와 필수적인 Kubernetes 보조 역할 컨테이너를 설치합니다.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따릅니다. 

• Kubernetes를 설치합니다(Kubernetes 설치에 대한 이전 섹션 참조). 

• 사용될 PowerFlex 스토리지 풀에서 제로 패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PowerFlex GUI 또는 PowerFlex CLI를 사용하여 이 설정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CSI 드라이버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 작업(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정의)을 

완료합니다. 

• Kubernetes 기능 게이트 활성화 

• Docker 서비스 구성 

• Helm 패키지 관리자 설치 

• PowerFlex SDC(Storage Data Client) 설치 

•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설치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
https://helm.sh/docs/topics/charts/
https://helm.sh/docs/topics/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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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Kubernetes 기능 게이트를 

활성화합니다. 이 경우 아래 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VolumeSnapshotDataSource 기능 

게이트가 활성화됩니다. 

1. 각 Kubernetes 마스터 및 작업자 노드에서 kubelets에 대한 기능 게이트 설정을 

설정하려면 끝에 다음 줄을 추가하여 /var/lib/kubelet/config.yaml 

파일을 편집합니다. 

VolumeSnapshotDataSource: true 

2. 마스터 노드에서 kube-apiserver.yaml 파일의 기능 게이트 설정을 

설정합니다. 

vi /etc/kubernetes/manifests/kube-apiserver.yaml 

다음 줄을 kube-apiserver.yaml 파일에 추가합니다. 

- --feature-gates=VolumeSnapshotDataSource=true 

3. 마스터 노드에서 kube-controller-manager.yaml 파일의 기능 게이트 

설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vi /etc/kubernetes/manifests/kube-controller-manager.yaml 

다음 줄을 kube-controller-manager.yaml 파일에 추가합니다. 

- --feature-gates=VolumeSnapshotDataSource=true 

4. 마스터 노드에서 kube-scheduler.yaml 파일의 기능 게이트 설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vi /etc/kubernetes/manifests/kube-scheduler.yaml 

다음 줄을 kube-scheduler.yaml 파일에 추가합니다. 

- --feature-gates=VolumeSnapshotDataSource=true 

5. 각 노드에서 /usr/lib/systemd/system/kubelet.service.d/10-

kubeadm.conf 파일의 변수 KUBELET_KUBECONFIG_ARGS를 다음과 같이 

편집합니다. 

Environment="KUBELET_KUBECONFIG_ARGS=--bootstrap-

kubeconfig=/etc/kubernetes/bootstrap-kubelet.conf --

kubeconfig=/etc/kubernetes/kubelet.conf --feature-

gates=VolumeSnapshotDataSource=true" 

 

6.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노드에서 kubelet를 재시작합니다. 

systemctl daemon-reload 

systemctl restart kubelet 

 

CSI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모든 Kubernetes 노드의 Docker에서 마운트 전파를 

구성합니다. 동일한 포드의 다른 컨테이너 또는 동일한 노드의 다른 포드와 공유 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의해 마운트되는 전파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1. 다음과 같이 /etc/systemd/system/multi-

user.target.wants/docker.service 파일의 서비스 섹션을 편집합니다. 

Kubernetes 기능 

게이트 활성화 

Docker 서비스 

구성 

https://kubernetes.io/docs/reference/command-line-tools-reference/feature-gates/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storage/volumes/#mount-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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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service 

[Service] 

… 

MountFlags=shared 

2. Docker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systemctl daemon-reload  

systemctl restart docker 

 

Helm은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Tiller라는 동반 서버 구성 요소는 Kubernetes 클러스터에서 

실행되고 Helm의 명령을 수신하며 클러스터에서 소프트웨어 릴리스의 구성 및 배포를 

처리합니다. Getting Started with Helm/Tiller in Kubernetes에서 Helm 및 Tiller에 대한 상세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Helm 클라이언트와 Tiller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면 4단계: CSI Driver 

for Dell EMC 에 설명된 차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rl 툴은 웹 파일을 로컬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파이프할 수 있도록 

명령줄에서 주어진 URL을 가져옵니다. 아래와 같이 curl을 사용하여 마스터 노드에 Helm 

및 Tiller 패키지 관리자를 설치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ur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helm/helm/master/scripts/g

et > get_helm.sh 

2. 스크립트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변경합니다. 

chmod 700 get_helm.sh 

3.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get_helm.sh 

4. Helm을 초기화합니다. 

helm init 

5. Helm 설치를 테스트합니다. 

helm version 

6. Tiller에 대한 서비스 계정을 설정합니다. 

a. rbac-config.yaml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에 다음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apiVersion: v1 

kind: ServiceAccount 

metadata: 

name: tiller 

namespace: kube-system 

--- 

kind: ClusterRoleBinding 

apiVersion: rbac.authorization.k8s.io/v1beta1 

metadata: 

name: tiller-clusterrolebinding 

Helm 패키지 

관리자 설치 

https://helm.sh/
https://v2.helm.sh/docs/install/
https://medium.com/@anthonyganga/getting-started-with-helm-tiller-in-kubernetes-part-one-3250aa99c6ac
https://curl.haxx.se/docs/manpage.html
https://curl.haxx.se/docs/manp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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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kind: ServiceAccount 

name: tiller 

namespace: kube-system 

roleRef: 

kind: ClusterRole 

name: cluster-admin 

apiGroup: "" 

b. 서비스 계정을 생성합니다. 

kubectl create -f rbac-config.yaml 

c. Tiller에 서비스 계정을 적용합니다.  

# helm init --upgrade --service-account tiller 

 

모든 Kubernetes 노드에 PowerFlex SDC(Storage Data Client)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Dell EMC 온라인 지원에서 PowerFlex SDS를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EMC-

ScaleIO-sdc-3.0-1000.208.el7.x86_64입니다. 

2. MDM_IP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으로 내보냅니다. 이 목록에는 MDM의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port MDM_IP=192.168.152.25,192.168.160.25 

3. 각 Kubernetes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DC를 설치합니다. 

#rpm -iv ./EMC-ScaleIO-sdc-3.0-1000.208.el7.x86_64.rpm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활용 사례 2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합니다.  

• PV(Persistent Volume) 작업 - 생성, 나열, 삭제 및 스냅샷에서 생성 

• 동적 및 정적 PV 프로비저닝 

• 스냅샷 기능 - 생성, 삭제 및 나열 

• 다음 액세스 모드를 지원합니다. 

▪ 단일 노드 기록기 

▪ 단일 노드 리더기 전용 

▪ 다중 노드 리더기 전용 

▪ 다중 노드 단일 기록기 

• HELM charts 설치 프로그램 지원 

Dell EMC PowerFlex용 드라이버를 CSI로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Github.com/dell/csi-vxflexos에서 설치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git clone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 

PowerFlex 

스토리지 데이터 

클라이언트 설치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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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임스페이스는 여러 사용자 간에 클러스터 리소스를 나누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Kubernetes 클러스터 내에서 vxflexos 네임스페이스를 만듭니다.  

#kubectl create namespace vxflexos 

3. PowerFlex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는 Kubernetes 비밀을 생성합니다. 

secret.yaml 파일을 사용하여 기본 설치 매개변수와 일치하는 다음 값으로 

암호를 생성합니다. 

Name: vxflexos-creds 

Namespace: vxflexos 

apiVersion: v1 

kind: Secret 

metadata: 

  name: vxflexos-creds 

  namespace: vxflexos 

type: Opaque 

data: 

  # set username to the base64 encoded username 

  username: YWRtaW4= 

  # set password to the base64 encoded password 

  password: QFZhbnRhZ2U0 

4. 최상위 수준 Helm 디렉토리에 있는 get_vxflexos_info.sh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PowerFlex SDC(Storage Data Client)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PowerFlex 시스템 ID 및 MDM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5. 설치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csi-vxflexos/values.yaml을 

myvalues.yaml이라는 install.vxflexos와 동일한 디렉토리의 파일에 복제합니다.  

6. Myvalues.yaml 파일을 편집하여 설치에 대한 다음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a. systemName 문자열 변수를 PowerFlex 시스템 이름 또는 시스템 ID로 

설정합니다. 이 값은 이 절차의 4단계에서 get_vxflexos_info.sh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얻은 수치입니다. 

systemName: 31846a6a738a010f 

b. 시스템의 REST API 게이트웨이의 URL로 restGateway 문자열 변수를 

설정합니다.  

restGateway: https://10.230.87.31 

c. storagePool 문자열 변수를 기본(이미 존재) 스토리지 풀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storagePool: R640_SP2 

d. mdmIP 문자열 변수를 쉼표로 구분된 MDM IP 주소 목록으로 설정합니다. 

mdmIP: 192.168.152.25,192.168.160.25 

e. 드라이버에서 생성한 볼륨이 기본 접두사를 가질 수 있도록 

volumeNamePrefix 문자열 변수를 설정합니다. 하나의 PowerFlex 

시스템이 여러 가지 Kubernetes 설치 또는 사용자를 서비스하는 경우, 이러한 

접두사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volumeNamePrefix: k8s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configuration/secret/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configuration/secret/


6 장: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54 Kubernetes 가 관리하는 Docker 컨테이너를 포함한 Oracle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용 사례 

백서 

 

7. 설치를 계속하려면 sh install.vxflexos 명령을 실행합니다. 스크립트 

실행이 완료되면, 포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kubectl get pods -n 

vxflexos 호출). 

5단계: PowerFlex에서 PVC(Persistent Volume Claim) 및 Oracle 

포드 생성 

PVC(Persistent Volume Claim)는 포드가 컴퓨팅 리소스를 요청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스토리지에 대한 요청입니다. PVC는 기본 스토리지에 추상화 계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나중에 하나 이상의 영구 볼륨 클레임으로 바인딩될 수 있는 PV(Persistent 

Volume)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CSI Driver for PowerFlex를 설치하면 yaml 파일을 

사용하여 영구 볼륨 생성을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이러한 볼륨에서 포드를 

생성합니다. 

1. 다음은 Oracle 12c 포드와 Oracle 12c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PVC(Persistent Volume Claim)를 생성하기 위한 yaml 파일입니다. 

PVC 클레임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pvc.yaml 

apiVersion: v1 

kind: PersistentVolumeClaim 

metadata: 

  annotations: 

    volume.beta.kubernetes.io/storage-provisioner: csi-

vxflexos 

  finalizers: 

  - kubernetes.io/pvc-protection 

  name: pvc-1 

  labels: 

    app: oracledb12c 

spec: 

  accessModes: 

  - ReadWriteOnce 

  resources: 

    requests: 

      storage: 8Gi 

  storageClassName: vxflexos  

Oracle 12c 포드 배포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deployment-Oracle12c.yaml  

apiVersion: apps/v1 

kind: Deployment 

metadata: 

  name: orcldb12c 

  labels: 

    app: oracledb12c 

https://docs.cloud.oracle.com/ko-kr/iaas/Content/ContEng/Tasks/contengcreatingpersistentvolumeclai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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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selector: 

    matchLabels: 

      app: oracledb12c 

  template: 

    metadata: 

      labels: 

        app: oracledb12c 

    spec: 

      containers: 

      - image: regsrv.brora.com:5000/ora12c 

        name: orcldb 

        ports: 

        - containerPort: 1521 

          name: orcldb 

        volumeMounts: 

        - name: data 

          mountPath: /ORCL 

      imagePullSecrets: 

        - name: oradocreg 

      securityContext: 

        runAsNonRoot: true 

        runAsUser: 54321 

        fsGroup: 54321 

      volumes: 

        - name: data 

          persistentVolumeClaim: 

            claimName: pvc-1 

Oracle 12c 로드 밸런서 서비스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service-Oracle12c.yaml 

apiVersion: v1 

kind: Service 

metadata: 

 name: oracledb12c 

spec: 

 type: LoadBalancer 

 selector: 

   app: oracledb12c 

 ports: 

   - name: client 

     protocol: TCP 

     port: 1521 

selector: 

   app: oracledb12c 

2. 영구 볼륨 클레임, Oracle 포드 배포 및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위한 yaml 파일을 

생성합니다. 

# kubectl create -f 1-pvc.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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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ctl create -f 2-deployment-Oracle12c.yaml 

# kubectl create -f 3-service-Oracle12c.yaml 

3.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Oracle 12c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생성된 영구 

볼륨 및 포드를 확인합니다. 

# kubectl get pv 

# kubectl get pvc 

# kubectl get pods -o wide 

# kubectl get deployments 

# kubectl get svc 

6단계: 스냅샷 생성 및 영구 볼륨 복원  

5단계에서 PVC를 만든 후 이러한 yaml 파일을 사용하여 스냅샷을 만들고 새 포드를 

설치한 후 볼륨 복원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스냅샷 및 CSI 드라이버의 도움을 통해 "시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백업된 

스냅샷을 위한 영구 볼륨을 생성하는 yaml 파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piVersion: snapshot.storage.k8s.io/v1alpha1 

kind: VolumeSnapshot 

metadata: 

  name: pvc-1-snap 

  namespace: default 

spec: 

  snapshotClassName: vxflexos-snapclass 

  source: 

    name: pvc-1 

    kind: PersistentVolumeClaim 

백업된 스냅샷을 복원하기 위한 영구 볼륨 클레임을 생성하는 yaml 파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piVersion: v1 

kind: PersistentVolumeClaim 

metadata: 

  name: pvc-1-restore 

  namespace: default 

spec: 

  storageClassName: vxflexos 

  dataSource: 

    name: pvc-1-snap 

    kind: VolumeSnapshot 

    apiGroup: snapshot.storage.k8s.io 

  accessModes: 

    - ReadWriteOnce 

  resources: 

    requests: 

      storage: 8Gi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storage/persistent-volumes/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storage/persistent-volumes/#persistentvolume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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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데이터 지속 확인 및 스냅샷 복원  

이 단계에서는 PowerFlex 스냅샷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생성합니다. 또한 스냅샷 복원을 사용하여 새로 생성된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이 목표는 새로 만든 포드의 19c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복원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섹션의 단계에 따라 yaml 파일을 생성하여 볼륨을 생성, 스냅샷 및 복원하고 Oracle 

19c를 배포합니다. 이 활용 사례에서는 지속성 및 스냅샷 복원을 보여 주기 위해 다음 표에 

표시된 yaml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 8. yaml 파일  

yaml 파일 설명 

1-initial-19c-

deployment.yaml 
지속성 볼륨과 Oracle 19c 배포 및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2-snap1-

pvc19c.yaml 
1단계에서 생성된 PVC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3-restore1-19c-

deployment.yaml 
2단계에서 생성된 스냅샷에서 PVC를 생성한 다음 Oracle 19c 배포 및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4-snap2-

pvc19c.yaml 
1단계에서 생성된 PVC의 다른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5-restore2-19c-

deployment.yaml 
4단계에서 생성된 스냅샷에서 PVC를 생성한 다음 Oracle 19c 배포 및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지속성 및 스냅샷 복원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yaml file 1-initial-19c-deployment.yaml을 사용하여 Oracle 19c 포드를 

생성합니다. 이 명령은 먼저 지속성 볼륨과 Oracle 19c 배포 및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Oracle 19c 컨테이너에 새 지속성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 kubectl create -f 1-initial-19c-deployment.yaml 

a. Kubernetes 대시보드에서 PowerFlex GUI 및 Oracle 19c 포드에 새로 생성된 

지속성 볼륨을 검사합니다. 

b. Oracl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에서 생성된 외부 IP 주소를 

사용하여 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이 활용 사례에서 외부 

IP는 10.20.87.183입니다.) 

c. Oracl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테스트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d. 포드에 로그인하여 마운트된 볼륨을 PowerFlex에서 Oracle 19c 컨테이너로 

확인합니다. 

2. 2-snap1-pvc19c.yaml파일을 사용하여 PVC의 첫 번째 스냅샷을 촬영합니다. 

# kubectl create -f 2-snap1-pvc19c.yaml 

a. PowerFlex GUI를 사용하여 새로 만든 스냅샷을 확인합니다. 



6 장: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58 Kubernetes 가 관리하는 Docker 컨테이너를 포함한 Oracle 

Dell EMC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용 사례 

백서 

 

b. Oracl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초기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에 행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림 15.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에 행 추가 

3. 스냅샷을 사용하여 Oracle 19c 포드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복원된 볼륨을 

마운팅하여 서비스와 함께 스냅샷 및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의 배포에서 PVC를 

복원합니다.  

a. 3- 3-restore1-19c-deployment.yaml 파일을 사용하여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합니다. 

# kubectl delete -f 3-restore1-19c-deployment.yaml 

b. 포드와 복원된 PVC를 확인합니다.  

# kubectl get pods -o wide 

c. Oracl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10.230.87.184)에서 받은 

외부 IP를 사용하여 복원된 Oracle 19c 포드에 연결합니다. 스냅샷을 찍기 

전에 입력한 초기 행을 확인합니다.  

4. 4-snap2-pvc19c.yaml파일을 사용하여 PVC의 두 번째 스냅샷을 촬영합니다. 

# kubectl create -f 4-snap2-pvc19c.yaml 

Oracl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초기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에 행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제 초기 19c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기존 행과 1개의 추가 행을 

포함하는 두 번째 스냅샷이 있습니다.  

5. 두 번째 스냅샷을 사용하여 Oracle 19c 포드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복원된 

볼륨을 마운팅하여 서비스와 함께 두 번째 스냅샷 및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의 

배포에서 PVC를 복원합니다.  

a. 5-restore2-19c-deployment.yaml 파일을 사용하여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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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ctl delete -f 5-restore2-19c-deployment.yaml 

b. 포드와 복원된 PVC를 확인합니다.  

# kubectl get pods -o wide 

c. Oracl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10.230.87.185)에서 받은 

외부 IP를 사용하여 복원된 Oracle 19c 포드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 스냅샷을 

찍기 전에 입력한 모든 행을 확인합니다.  

6. 이전 단계에서 yaml 파일 restore2-19c-deployment.yaml에 의해 생성된 

포드를 삭제하여 볼륨의 지속성을 표시합니다. 초기 포드를 삭제하면 기존 PVC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자체와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생성합니다. 

a. 포드 이름을 표시합니다. 

# kubectl get pods -o wide 

b. 초기 포드를 삭제합니다. 

# kubectl delete pod pod_name 

c.  포드가 삭제되면 동일한 PVC가 있는 다른 포드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kubectl get pods -o wide 

7. Oracle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원본과 복원된 환경 간의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원래 포드에서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1개의 추가 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삭제 

후 환경에서 새 포드 내에 생성되는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원래 

환경 포드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Kubernetes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모든 포드, 배포, 서비스 및 PVC를 

표시합니다. 

활용 사례 2 검토 

두 번째 활용 사례에서는 Kubernetes를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와 결합하여 

컨테이너 및 스토리지의 프로비저닝과 제거를 단순화하고 자동화했습니다. 이 활용 

사례에서는 kubectl 명령과 함께 yaml 파일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와 포드를 배포 및 

삭제했습니다. 

이 활용 사례는 복잡한 스크립팅 및 명령줄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관리를 가속화하는 셀프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Docker 컨테이너 환경이 성장함에 

따라, 병목 현상을 제거하여 개발자 생산성을 높이는 셀프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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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rnetes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위한 컨테이너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에 

따라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개발자는 스크립팅과 관련된 복잡성을 무시할 수 있고 

GKE(Google Kubernetes Engine)를 사용하여개발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CSI 

플러그인은 Kubernetes와 통합되어 PowerFlex의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자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GitHub 사이트에서 가져온 샘플 스키마를 포함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을 촬영합니다.  

• 스냅샷을 찍기 전에 변경된 기존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을 보호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 보호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PowerFlex용 CSI 플러그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영구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Kubernetes에 설치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 컨테이너와 연결된 스토리지를 제거한 후에도 스냅샷을 사용하여 Oracle 19c 

데이터베이스를 사전 삭제 상태로 복원합니다. 

이 기능의 이점은 기존에는 이러한 단계에 여러 역할(예: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협력하는 개발자 및 기타)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CSI 

플러그인이 포함된 Kubernetes를 사용하면 개발자와 다른 사람들이 더 적은 시간에 더 

적은 복잡성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은 코딩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고, 개발자와 비즈니스 측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활용 사례의 주요 이점은 수동 관리형 컨테이너 환경에서 

더 많은 스토리지 기능을 갖춘 조율된 시스템으로 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CSI 플러그인: 추가 Dell EMC 옵션  

PVC를 사용하여 스냅샷을 찍는 것 외에도, PowerFlex 랙 및 PowerFlex 어플라이언스용 

Dell EMC 플러그인은 Kubernetes 플러그인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랙 및 PowerFlex 어플라이언스는 PowerEdge 서버와 함께 PowerFlex를 

사용하여 서버 기반 SAN을 생성합니다. 로컬 스토리지 리소스가 결합되어 다양한 성능 

계층으로 구성된 가상 풀의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owerFlex and 

VxFlex Ready Nodes for Kubernetes 를 참조하십시오. PowerFlex 통합 랙 및 PowerFlex 

어플라이언스용 CSI 플러그인은 Docker 허브에서 제공됩니다.  

Dell EMC의 CSI 플러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스토리지 자동화 및 개발자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https://cloud.google.com/kubernetes-engine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data-sheets/products/ready-solutions/vxflex_kubernetes_solution_brief.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data-sheets/products/ready-solutions/vxflex_kubernetes_solution_brief.pdf
https://hub.docker.com/r/dellemc/csi-vxflexos
https://hub.docker.com/r/dellemc/csi-vxflexos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storage-automation-and-developer-resources/index.htm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storage-automation-and-developer-resource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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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구 

혁신이 혁신을 주도합니다. Docker 컨테이너와 Kubernetes의 경우, 주요 이점은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Oracle과 다른 많은 기업은 컨테이너를 

수용하고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며칠 내에 배포되고 몇 초 만에 인스턴스화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기타 

반복적인 작업은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됩니다. Docker 및 Kubernetes 사용의 용이성은 대기 시간을 

제거하고 개발자가 생각의 속도에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게 함으로써, 영구 스토리지 

혁신의 신속한 프로비저닝을 결합했습니다. 또한 Docker 컨테이너는 Oracle DBA의 

워크로드를 완화했습니다. 운영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수행과 개발 및 테스트 작업을 

위해 운영 복제본을 개발자에게 복제하는 것 사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 사례 1의 Docker 컨테이너로의 전환은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및 연결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전반적인 속도를 저하시키는 수동 

프로세스였습니다. 수동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의 문제는 다양성과 속도입니다. IT 조직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추가하면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빈도인 속도는 선택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가된 속도는 성장 지표이지만, IT 조직이 자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Kubernetes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및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추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Kubernetes는 프로비저닝 컨테이너와 영구 

스토리지를 단순화하여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와 Kubernetes를 사용하여 영구 스토리지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포인트 앤 클릭의 

간편함을 제공하고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스토리지 관리자가 업무상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를 통해 향상된 kubernetes는 PowerFlex 스토리지 

볼륨을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익숙한 

Kubernete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Github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복제본을 수정한 후 Oracle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한 후에는 개발자가 PowerFlex의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의 point-in-time copy를 만들어 모든 진행 상태를 보호했습니다.  

Docker plus Kubernetes 인프라스트럭처로 전환하면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패키지로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보다 빠르고 일관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2017년, Oracle 개발자는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를 Docker Store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Docker와 

Kubernetes를 지원하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많은 기초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수동 또는 

스크립트 설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자 정의만 비즈니스에 맡깁니다. Dell EMC는 

기업용 PowerFlex를 통해 스토리지 가치를 추가하고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인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능률화합니다. 이 백서의 목표는 이러한 이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 혁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는 Oracle 

12c 및 19c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배포, 시작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git
https://github.com/oracle/db-sample-schema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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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 문서 

• Dell.com/support 검증된 서비스 및 지원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DellTechnologies.com의 Dell EMC 기술 리소스 센터에서는 Dell Emc PowerFlex 랙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 VxFlex 데이터 시트 

•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제품 가이드 

• Dell EMC PowerFlex 네트워킹 모범 사례 및 설계 고려 사항 백서 

•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제품 가이드 

• VxRack FLEX and VxFlex Ready Nodes for Kubernetes 

Kubernetes 문서 

다음 Kubernetes 문서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Kubernetes 개념 

Docker 문서 

다음 Docker 문서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Docker 허브 

Oracle 문서 

다음 Oracle 문서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Oracle 12c Database Administrator’s Guide 

• Oracle 19c Database Administration 

VMware 문서 

다음 VMware 문서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Best Practices for Storage Container Provisioning 

 

http://www.dell.com/support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hyperconverged-infrastructure/vxflex.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hyperconverged-infrastructure/vxflex.htm
https://www.dellemc.com/resources/en-us/asset/data-sheets/products/converged-infrastructure/vxrack-flex-data-sheet.pdf
https://www.dellemc.com/resources/en-us/asset/data-sheets/products/converged-infrastructure/vxrack-flex-data-sheet.pd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data-sheets/products/ready-solutions/vxflex_kubernetes_solution_brief.pdf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overview/what-is-kubernetes/
https://kubernetes.io/docs/concepts/overview/what-is-kubernetes/
https://hub.docker.com/
https://hub.docker.com/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2.2/admin/index.html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9/administration.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6.5/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5241FE91-B275-4315-8870-0A989779B5B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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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다음 그림은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계를 보여 줍니다. 

 

그림 16. 솔루션 아키텍처 

PowerFlex 제품군을 통해 조직은 PowerFlex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목표와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랙은 통합 네트워킹이 포함된 랙 스케일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고객이 모던 

데이터 센터의 확장성 및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턴키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기존 및 신흥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실행하거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PowerFlex 랙은 컴퓨팅 및 고성능 스토리지 리소스를 매니지드 통합 네트워크에 결합하여 

어떤 규모에서든 예측 가능한 성능과 회복탄력성을 보장하여 유연성, 탄력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이 랙 스케일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통합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고객이 모던 데이터 센터의 확장성 및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owerFlex 랙에는 내장형 ToR(Top-of-Rack), 집선 및 OOB(Out Of Band) 관리 스위치가 

사전 설치되어 있어 최적의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을 제공합니다. PowerFlex는 탁월한 

성능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에 10/40GbE IP 업링크 연결을 제공하는 Cisco 넥서스 집선 

스위치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은 HCI 시스템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랙의 10/25GbE ToR 스위치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향후 성장에 대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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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어플라이언스는 완벽하게 통합된 어플라이언스로, 고객이 모던 데이터 센터의 

확장성과 관리 요구 사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턴키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관리가 

용이하고 용도에 맞게 설계된 솔루션으로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werFlex는 

기존 및 신흥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줄여줍니다. 

VxFlex Ready Nodes는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고도로 구성 가능한 구성 요소로 

업계를 선도하는 PowerEdge 서버를 PowerFlex와 통합하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은 VxFlex 

Ready Node를 2계층 모델, 스토리지 전용 또는 HCI/단일 계층 아키텍처로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을 선택하든, VxFlex Ready Node는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Manager는 VxFlex Ready Node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버 계층 

서버 계층은 두 개의 개별 서버 세트로 구성됩니다. 

• PowerFlex 컨트롤러 노드로 사용되는 3개의 PowerEdge R640 서버 

• PowerFlex 고객 노드로 사용되는 4개의 PowerEdge R640 서버 

PowerEdge R640는 다음을 지원하는 1U 랙 서버입니다.  

• 인텔 제온 프로세서 확장형 제품군 프로세서 2개  

• 최대 1,536GB 메모리를 지원하는 DIMM 슬롯 24개 

• AC 또는 DC 전원 공급 장치 2개 

• SAS, SATA 니어라인 SAS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 10+2개 

PowerFlex 클러스터 컨트롤러 노드 설정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PowerFlex 네트워킹 모범 사례 및 설계 고려 사항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PowerEdge R640 구성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R640 서버에 대한 

리소스의 상한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이러한 구성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컨테이너화에 따른 이점을 보여 주는 기능적 설계를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표는 3개의 PowerFlex 컨트롤러 노드에 대한 R640 서버 구성 상세 정보를 보여 

줍니다.   

표 9. PowerEdge R640 서버 구성 

구성 요소  세부 정보 

섀시 1-CPU 구성  

메모리 DDR4 듀얼 랭크 32GB @ 2,666MHz 6개 

프로세서 인텔 제온 Gold 6230 CPU @ 2.10 GHz, 16c 1개 

rNDC 인텔 2P X710/2P I350 rNDC 

추가 기능 NIC 인텔10GbE 2P X710 어댑터 및 인텔 이더넷10G 2P X550-t 어댑터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https://www.dellemc.com/ko-kr/collaterals/unauth/white-papers/products/ready-solutions/h17332_dellemc_vxflex_os_networking_best_pract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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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세부 정보 

전원 공급 장치 Dell 900 W 2개  

iDRAC iDRAC9 Enterprise 

물리적 디스크 1.7TB SAS SSD 5개(스토리지용) 

 

다음 표는 PowerFlex 고객 노드에 대한 R640 서버 구성 상세 정보를 보여 줍니다.   

표 10. PowerEdge R640 서버 구성 

구성 요소  세부 정보 

섀시 2-CPU 구성 

메모리 DDR4 듀얼 랭크 32GB @ 2,666MHz 12개 

프로세서 인텔 제온 Platinum 8268 CPU @ 2.70 GHz, 24c 2개 

rNDC 인텔 2P X710/2P I350 rNDC 

추가 기능 NIC MLNX 25GbE 2P ConnectX4LX Adpt 2개 

전원 공급 장치 Dell 1,260 W 2개  

iDRAC iDRAC9 Enterprise 

물리적 디스크 224GB SATA SSD 2개(부팅 디스크용) 

1.7TB SAS SSD 5개(스토리지용)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Cisco 93180YC-EX 1/10/25GbE 네트워크 스위치 2개(VxFlex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 연결 제공)  

• Cisco 3172TQ 1/10GbE 네트워크 스위치 2개(VxFlex 클러스터에 대한 OOB 관리 

네트워크 연결 제공) 

• 각 캐비닛에는 예비 액세스 스위치(Cisco 93180YC-EX)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쌍의 집선 스위치가 첫 번째 캐비닛에 설치되고 액세스/집선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구성됩니다. 캐비닛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캐비닛에 집선 스위치를 분산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VMware VDS(vSphere Distributed Switch)는 PowerFlex 랙에서 가상 네트워킹을 

관리합니다. VDS에는 여러 포트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포트 그룹은 네트워크 

레이블과 관련 VLAN으로 식별됩니다. 각 노드는 다음 다이어그램과 같이 물리적 어댑터나 

vmnics를 VDS 업링크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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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owerFlex 랙의 가상 네트워킹 

하이퍼 컨버지드 노드의 경우, 각 PowerFlex 랙 데이터 네트워크에 별도의 가상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데이터 트래픽을 전달하는 포트는 가상 포트 채널을 사용하여 집계되지 

않지만 단순 액세스 포트로 구성됩니다. PowerFlex 소프트웨어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중복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모든 통신은 다른 모든 VLAN을 전달하는 별도의 가상 

스위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객 VLAN(여기에 표시되지 않음)도 이 가상 스위치로 

추가됩니다. 스토리지 전용 노드는 비슷한 배열이 있지만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owerFlex 랙 데이터 네트워크에는 2개의 포트가 사용되며, PowerFlex 관리 

네트워크에는 한 쌍의 포트가 사용됩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노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PowerFlex 랙 포트는 통합되지 않은 액세스 포트이며, 두 관리 포트는 접합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포트에 대한 스위치 연결은 가상 포트 채널의 일부입니다. VMware 및 

고객 VLAN은 스토리지 전용 노드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Dell EMC PowerFlex용 CSI 플러그인 

영구 스토리지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Dell EMC PowerFlex 스토리지 클러스터용 Dell 

EMC CSI 플러그인은 Kubernetes 클러스터의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V CSI 플러그인은 Kubernetes CSI 사양을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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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개발 및 운영 규모 모두에서 온프레미스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영구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SI Driver for Dell EMC PowerFlex 제품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표 11.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상세 정보 

구성 요소 이름 세부 정보 

PowerFlex 3.0.1000.208 

VMware vCenter 및 ESXi 6.7 u3 

운영 체제 버전 Oracle Linux 7.6 – Mapio, 커널: 4.14.35-1818.3.3.el7uek 

Docker 18.09.6 Enterprise Edition 

Kubernetes 1.14.9 

포드 네트워크  Calico 0.11.0-amd64 

MetalLB(로드 밸런서) 0.7.3 

Oracle 데이터베이스 Enterprise  Oracle 12c, Oracle 19c 

Helm 2.16.0 

CSI 플러그인 PowerFlex CSI 플러그인 1.1.3 

 

 

 

 

 

 

 

https://github.com/dell/csi-vxflexos/blob/master/CSI%20Driver%20for%20VxFlex%20OS%20Product%20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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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데이터베이스 분석 워크로드 확장 

이 부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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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Optane DC 영구 메모리를 사용하여 DB 분석 워크로드 확장  

Oracle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워크로드를 확장하기 위해 인텔 

Optane DC 영구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특히 Oracle 메모리 내 데이터베이스나 분석 

작업이 많은 워크로드의 경우 500GB DRAM 이상의 활용 사례 확장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집적도가 증가하면 전체 Oracle 워크로드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성능 향상은 Oracle Open World 2019에서 시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인텔 Optane DC 영구 메모리 비디오의 메모리 내 데이터베이스 

• Delivering Enterprise Value Through Trailblazing Innovations with Oracle: Oracle 

OpenWorld 2019 비디오  

다음 표에 표시된 구성은 인텔 Optane DC 영구 메모리가 포함된 권장 구성입니다. Optane 

DC 영구 메모리는 메모리 모드로 구성되며 Oracle 소프트웨어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 12. 1-CPU 구성 요소 및 상세 정보 

구성 요소  세부 정보 

섀시  1-CPU 구성 

메모리  

 

DDR4 듀얼 랭크 16GB @ 2,666MHz 6개 

인텔 Optane PMem 128GB @ 2,666MHz 4개 

프로세서  인텔 제온 Gold 6230 CPU @ 2.10 GHz, 16c 1개 

 

표 13. 2-CPU 구성 요소 및 상세 정보 

구성 요소  세부 정보 

섀시  2-CPU 구성 

메모리  

 

DDR4 듀얼 랭크 16GB @ 2,666MHz 12개 

인텔 Optane PMem 128GB @ 2,666MHz 4개 

프로세서  인텔 제온 Platinum 8268 CPU @ 2.70 GHz, 24c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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