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iaDB SkySQL은 클라우드에서 MariaDB 플랫폼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최초의 
DBaaS(Database-as-a-Service)로, 독보적인 사용 편의성과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더욱 확장합니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 및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위해 제작된 
SkySQL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자동화 기능과 결합하여 어떠한 클라우드에서든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워크로드 및 규모 지원
SkySQL을 사용하는 조직은 클라우드에서 MariaDB 플랫폼을 손쉽게 구축하여 트랜잭션 처리용 데이터베이스, 분석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트랜잭션 및 분석용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거나, 분산형 SQL 및 대규모 병렬 처리를 통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용성을 위한 멀티마스터 클러스터링, 확장성을 위한 분산형 SQL, 고성능 트랜잭션 처리 및 분석을 위한 행 
및 컬럼형 스토리지 형식을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MariaDB 제공 DBaaS입니다.

새로운 기능
• 분산형 SQL –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 Xpand 스마트 엔진을 사용하여 읽기, 쓰기 및 스토리지를 온디맨드 

방식으로 확장하고,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자동 페일오버와 리밸런싱을 통해 가용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 멀티마스터 – MariaDB Enterprise Cluster를 사용하여 가용성을 계속 유지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쿼리를 자동으로 라우팅하는 클러스터링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분석을 위한 고가용성 – 이제 MariaDB ColumnStore 스마트 엔진을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여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실행하여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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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SkySQL은 Kubernetes 및 ServiceNow를 기반으로 빌드됩니다. Kubernetes는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적이지 않은 플랫폼, 
자동 자가 복구 및 리전/멀티 가용 영역 클러스터링을 제공하고 ServiceNow는 업계 최고 수준의 인벤토리, 구성 및 워크플로우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유용합니다.

모두를 위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SkySQL은 MariaDB 플랫폼을 기반으로 빌드된 유일한 DBaaS로서 분산형 SQL, 멀티마스터 클러스터링, 투명한 읽기/쓰기 
분할 및 로드 밸런싱, 비차단 백업, 분석을 위한 컬럼형 스토리지 형식을 비롯하여 온-프레미스 고객이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동일한 엔터프라이즈급의 기능과 검증된 신뢰성을 클라우드에 제공합니다.

소스에서
SkySQL은 수십 년간의 MariaDB 엔지니어링, 지원 및 관리 경험을 토대로 하는 유일한 DBaaS로서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고객에게 온프레미스에서 실행하는 고객과 동일한 세계적인 수준의 지원(기술 및 컨설팅 지원, 중요 버그 수정 및 보안 패치, 
SkyDBA 팀의 전체 데이터베이스 관리(선택 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SkySQL은 고객에게 최신 MariaDB Enterprise Server 릴리즈를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DBaaS로서 
애플리케이션 시간 테이블, 인스턴트 스키마 변경, 최적화 프로그램 추적, 암호 만료/계정 잠금과 같은 중요 버그 구성 및 보안 
패치 또는 새로운 기능을 항상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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