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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더스트리 4.0으로 향하는 관문  

COVER STORY 01

본 보고서는 오라클과 인텔이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oracle.com/goto/yourcloudyourway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www.oracle.com/uk/cloud/paas/yourcloudyourwa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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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정립된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시대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은 머지않아 길을 잃거나 도태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이 위협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필사즉

생”의 딜레마에도 기회는 존재한다. 가장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기업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른 기업의 행동 부재 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변혁이라는 명령에서 발생하는 빠른 속도의 혁신은 전 산업에서 혁명을 가져왔다. 사물인터넷(IoT), 로봇,  

자동화를 위시한 기술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알려진 광범위한 변화의 4차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러한 기술은 빅데이터와 분석, 빠른 앱의 개발, 모바일 서비스의 진화와 함께 새로운 산업 혁명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된다. 

이들 기술이 응용되는 방식은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제조사는 운영라인의 유지보수 자동화를  

위하여 IoT와 로봇을 사용코자 할 것이다. 반면, 금융기관은 자동화를 통해 무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려

고 할 것이다. 고객 서비스나 현황 보고서 작성 등 특정 작업의 자동화는 조직의 복잡성이 경감되어 보안이나 

리스크의 관리가 수월해짐을 의미한다.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통합하는 것은 바로 접근 가능하고, 가용하며, 결합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며 이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기술이 클라우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클라우드가 무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업의 빠르고 효율적인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기업이 클라우드 여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변화를 구현하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자. 

새로운 산업 혁명으로의 진입  

사물인터넷(IoT), 로봇, 자동화를 위시한 기술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알려진 광범위한 변화의 

4차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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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혁신하기 위한 빈 도화지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오라클이 의뢰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60%는 통합된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처럼 인더스트리 4.0

의 중심이 되는 파괴적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은 클라우드의 규모

와 속도에 기인한다. 

기업은 이제 전체 조직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 EMEA 지역 설문 대상자 중 62%의기업

에서 로봇기술은 현재 구축 중이거나 구축이 계획되어 있다. 유사한 비율의 응답자는 인공지능을 구축하였거

나 구축 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60%) 클라우드 기반 머신 러닝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63%).

혁신으로 향하는 서행 차선을 주의하라 

귀하는 통합된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기업은 통합된 클라우드 접근법이 파괴적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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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설문 결과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의 잠재력을 아직 탐색하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상당수임을 

보여준다. 한 가지 이유는 많은 기업에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알맞은 클라우드 인프라 모델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레거시 IT의 세계에 발목이 잡혀 사고의 지평과 야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60%의 기업이 혁신을 방해하는 경직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유사한 비율의 응답

자가 기업용 클라우드에서 잘못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혁신이 방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에 대하여 

상반된 경험을 가진 기업의 공통점은 통일된 접근 방식의 부재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의 배포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프라,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점을 제공하는 전사적 표준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부서 간의 협력 부재의 징후를 보였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용 클라우드 모델은 다양한 공급 업체의 이질적인 클라우드 앱과 스토리지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혁신 경로로써 충분하지 않으며 62%의 기업은 통합된 클라우드 접근 방식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정한 기업용 클라우드는 전략적인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의 신속하고 매끄러운 통합을 지원

하는 완전한 전사적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자동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챗봇 앱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앱은 조직 전체로부터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련성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현재 기업에서 챗봇의 사용은 제한적이며 인간과의 대화를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한다. 

기업용 클라우드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챗봇이 앱 간의 새로운 프로세스 관리와 연결로 변신할 수 있으며 고객

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얻게 되는 더욱 지능적인 상호작용으로 더 나

은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등장하게 된다. 

기업이 혁신적인 21세기형 비즈니스를 위한 올바른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 기업은 고비마다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경직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며 결국 혁신으로 가는 서행 차선 위에서 낙오되어 최종

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위험에 처해진다. 

귀사의 IT 인프라는 너무 경직되어 혁신을 방해하는가?

의 기업은 로봇 기술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62%



COVER STORY   01 _ 클라우드: 인더스트리 4.0으로 향하는 관문 10

Cloud Platform 또는 PaaS는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서로 다른 요소가 상호 운영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즉각

적인 통합을 제공하고 오랫동안 혁신의 방해물이었던 IT 관리의 오버헤드를 제거해준다. 

Cloud Platform은 기업이 혁신을 위하여 “빠르게 실패”하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리스크와 보상에 

대한 도전적인 정신, 즉 새로운 것을 빨리 시도하고 실패 시 즉각 이동하는 태도야 말로 디지털 세계에서 필요

한 자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Compute Service 또는 IaaS이며 이의 중요성은 Cloud 

Platform과 긴밀히 통합되어 있을 때 더욱 커진다.  

클라우드의 근간이 되는 스토리지 및 컴퓨트로 구성된 Compute Service는 어떠한 워크로드라도 클라우드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에서 Cloud Platform 툴을 사용하여 위치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자

산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합 접근법의 또 다른 큰 이점은 Compute Service가 Cloud Platform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신규 서비스

를 사용량과 수요 증대에 따라 탄력적 확장 또는 ‘초고도 확장(hyperscaling)’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한 기업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서비스나 앱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를 시장에 파괴적 방식으로 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택시를 부르는 방식의 큰 변화는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차선 변경하기

기업이 적절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혁신으로 향하는 서행 차선에 낙오될 리스
크에 처할 것이다. 

의 기업은 인공지능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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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잘 보여주고 있는 Cloud Platform과 Compute Services의 긴밀한 통합은 비즈니스적 필요성에  

따라 손쉬운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기능이 등장할 때 마다 워크로드가 업데이트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Cloud Platform과 Compute Services의 통합만이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비즈니스 혁신에 필요한 빈 도화

지를 제공할 수 있다. 수 많은 서비스와 제품이 아직 구상도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무엇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통합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기업은 또한 클라우드로 인하여 가능해진 더 큰 협업을 부서 간, 기업 간, 그리고 지역 간에 받아들여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본 연구조사에 따르면 1/3 이상의 응답자가 (34%) 기업 간 협업의 증대를 CEO의 3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았다. 기업의 협업이 수월해질수록 진정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서비

스가 모든 사업부에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 부문이 통합되어 공통의 데이터

를 생성하고, 공유하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IT와 재무, HR과 운영 팀의 협업이 중요하다. 합의된 목표

를 향해 협력하는 기업은 훨씬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성공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는 

이러한 협업을 위한 일관성을 마련해준다. 

기업은 통합된 클라우드의 세계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를 우려할 수 있다. 오라클과 같은 통합된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함께 한다면 워크로드와 프로세스의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의 이관은 효율적으

로 관리될 수 있고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라우드의 이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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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통합된 Compute Services와 Cloud Platform 툴을 사용하는 기업은 업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을 보유한 파괴적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감을 함께 확보한 셈이다. 

오라클의 대형 보험사 고객인 AIG는 이미 이 여정을 시작하였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는 자연 재해의 발생 시 영상을 촬영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금 청구 프로세

스에 활용함으로써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청구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몬산토가 오라클과 협력하여 곡물의 파종 시 이상적인 깊이와 가장 비옥한 위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센서를 사용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제조나 자동차 업계 등 다른 분야에서는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이 제품 조립 방법에서 자동차 운전 방식 –또는 

자동차가 인간을 대신하여 운전하는 방식 – 까지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다. 

해운 및 물류 업계는 머신 간 대화로 수작업 프로세스를 제거함으로써 IoT 기술에 기반한 업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유통업체와 제조사는 공급망에서 개별 항목을 추적하고 이 공급망과 여기에 따르는 모든 프

로세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텔레메트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 시스템에 실시

간 선박 데이터가 입력되어 이동거리, 서비스 필요성과 가용성을 보고할 수 있다면 선박 관리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가 있다면 이는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 접근법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모든 경우에서 Compute Service를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었으며 Cloud 

Platform 툴은 새로운 통찰을 생성하고 혁신적 앱과 서비스를 탄생시킨다. 

혁신으로 향하는 고속 차선에서의 삶 



AUTUMN 2017ORACLE KOREA MAGAZINE     13

클라우드가 가속화하는 혁신과 자동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전체 업계에는 전환이 발생할 것이다. 즉,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와 업무가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은 역할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익혀야 

한다. 

그러나 Cloud Platform이 제공하는 툴과 기능이 이러한 스킬 상의 필수 변화를 지원하기에 직원들은 처음부

터 새롭게 배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와 분석 기능의 사용 증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Cloud Platform은 

기업이 필요에 맞는 정보, 지식,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

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서 시각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으며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접

근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술은 이와 같은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시켰다. 즉, 통합된 클라우드 접근법을 채택한 기업의 

직원은 낙오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혁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이 중앙에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새로운 툴이 정기적으로 추가되어 사용자는 새로운 

작업 수행을 위한 스킬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몇 년마다 반복되었고 사

용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클라우드를 통한 지속적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사

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과 발맞추기

의 60%의 기업은 경직된 IT 인프라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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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에서 미래에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통합된 기업용 클라우드 모델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는 설문조

사 대상 기업의 63%에서 이미 인정하는 사실이다. 

많은 조직이 이미 클라우드 인프라와 플랫폼의 강력한 기능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의 혁신을 추구한

다는 점은 더 이상 따라잡기를 할 시간이 없음을 의미한다. 

기업 운영 방식의 도약을 위하여 이미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업은 진정으로 현대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효율성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

은 아니다. 응답자 중 8%만이 통합 클라우드 모델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36%는 올해 안으로 모델

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기업이 재빠르게 차선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한다. 

기업은 통합 클라우드 모델의 구축을 위해 빠르게 전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혁신을 향한 

서행 차선의 끝에 있는 막다른 골목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Cloud Platform과 Compute Services의  

통합만이 혁신에 필요한 빈 도화지를 제공
할 수 있다 .

Copyright © 2016,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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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라클은 Oracle Customer Experience (CX) 클라우드 스위트 제품군에서 일련의 혁신을 선보이는 

중이다. 그 중 새롭게 선보이는 Adaptive Intelligent Apps for CX는 내부 (first-party) 및 외부 (third-party) 

고객 데이터를 고급 의사결정 과학기술과 머신 러닝과 결합하여, 기업이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결과물을 최적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racle Senior Vice President인 Rondy Ng은 “새로운 모바일, 동영상, 메시지 기능을 챗봇,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IoT)과 하나로 묶어낸 오라클만이 독창적 방식으로 모든 규모의 조직의 혁신과 비즈니스 변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물론, CX는 Oracle CEO인 Mark Hurd가 밝힌 “전투 계획”의 선발대에 불과하다. 오라클은 지속적으로 챗봇

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을 비롯하여 최첨단 기능을 자사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스위트에 추가해나갈 전

략을 선보이고 있다. 본지에서는 AI 혁명이 어떻게 조직에서 인사, 재무, 그 외의 많은 영역을 다루는 방식에 변

화를 가져오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조직에 AI를 적용함에 있어 임원들이 어떤 과제를 고민해야 하는

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UTUMN 2017ORACLE KOREA MAGAZINE     17

비즈니스 리더들이 종종 토로하는 고충은 바로 IT 벤더들이 자사의 따끈한 최신 기술을 “파괴적”이고 “업계의 

판도를 뒤바꾼다”며 앞다투어 광고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이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일부 기술

은 비즈니스 방식 자체에 변혁을 가져온 강력한 기술로 밝혀졌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비즈니스와 기술의 접점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필자는 새로운 기업용 기술을 선택하고 주장함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또한 유행을 과대 선전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는 편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최근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미칠 장기적 잠재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와 컴

퓨팅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적으로 인간이 담당해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하기도 하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고객, 직원, 투자자인 인간이다. 

이것이 필자가 인공지능을 눈여겨보게 된 이유

이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리더인 여러분은 왜 

인공지능에 주목해야 할까?

고객과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생활에 이미 침투해있

다. 시리, 알렉사 등을 보라. 또한 타겟 광고와 

오퍼, 문제 해결 시간의 단축 등 인공지능에 기

반한 소비자 경험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용 인공지능에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Chuck Hollis, Oracle Converged Infrastructure 수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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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대부분의 고객은 기업과의 상호작용 시 인공지능에 기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 경험은 더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개인화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모바일 어플을 사용한 

공과금 납부와 우편을 통한 수표 발송의 차이에 비견할 만하다. 

직원과 인공지능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제이다. 기업용 인공지능은 저가치의 반복 작업

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더 빨리 내리는 쪽으로 일상 업무를 이동시킬 것이다. 머지않아 미래의 인재는 인공지

능에 기반한 고용기회와 전통적 고용기회의 차이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용 경험은 직원에게 더 많은 역량을 제공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며 미래에 더 나은  

커리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직원이 선호하는 기회가 무엇 일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투자자와 인공지능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고객 서비스, 재무, 영업, 인사, 공급망 등)에 연결된 인텔리전스를 구축한 조직은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기회를 더 빠르고 더 낮은 비용에 발굴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렇게 연결된 인텔리전스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 스마트하고 정보력이 

강한 사람이 인생에서 더 성공하는 경향과 마찬가지이다.

머지않아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물결이 도래한다

인터넷 시대 또는 모바일 세계에서 기업 운영 방법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기업

은 세상이 변화하는 데에도 변화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이며 최소한 고객, 직원, 투자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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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의 전략과 모멘텀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라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대형 클라우드  

기업입니다”라고 Oracle CEO인 Mark Hurd는 USA Today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쟁사에 대항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투 계획”의 일환으로 오라클은 지속적으로 챗봇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

술을 비롯하여 최첨단 기능을 자사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스위트에 추가해나갈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고 

Hurd는 인터뷰에서 말한다. 

또한 최근 오라클은 Oracle Customer Experience (CX) Cloud 스위트의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될 “적응

형 지능” 앱을 일부 선보였다. 

MARK HURD:  
오라클 클라우드 전략의 성공을 이끌 
강력하고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

 Linda Currey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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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라클의 CX 스위트는 커머스 웹사이트나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지점 등 기업의 전체 고객 접점을 망라

하여 연결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접점에서 연결된 인텔리전스를 추가함으로써, 고객 경험 프로세스를 가이드하고 개선하기 위

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석부사장인 Clive Swan이 설명

한다. 

새로운 적응형 지능 앱은 별도 구성 없이(out of the box)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경쟁 

제품과 독보적으로 차별화된다.

“이는 7개월 후에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많은 API를 하나씩 번거롭게 통합하는 앱이 아닙니다”라고 

오라클의 Adaptive Intelligence Application 수석부사장인 Jack Berkowitz가 말한다. “이 앱은 특정 유스케

이스를 위하여 맞춤 개발되었으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스케이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직과 의사

결정 과학을 개발하여 소비자, 서비스, 커머스, 세일즈, 마케팅 경험을 최적화하게 되었습니다.”

적응형 지능 앱은 고객에게 월등히 대용량인 데이터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Oracle Data Cloud에

서 생성된 정보 덕분이다. Oracle Data Cloud는 이미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 외에 추가적으로 50억 개 이상의 

전 세계 소비자와 비즈니스 ID를 보유하고 매 달 7조 5천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는 데이터 클라우드

이다.

적응형 지능 앱은 처리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을 위하여 머신 러닝 기술을 사용한다. 애플리케이션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생성하는 인사이트의 정확도가 증가한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사이트

는 기업이 효과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계획하고 미래의 고객 만족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측할 수 있

게 해준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판도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기업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객이 기업

과 접촉을 원하는 시기와 방식과 무관하게 고객 경험을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Swan은 말한다. 

기업은 새로운 적응형 지능 앱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중심 조사에 기반하여 고객 경험 프로세스에 많은 개선

을 꾀할 수 있다. 

• 온라인 쇼핑 고객에게 개인별 구매 이력과 선호도에 따른 선별된 제품 구색을 보여줌으로써 재방문,  

고객 충성도, 매출 향상

•잠재 고객에게 개인화된 마케팅 콘텐츠 전달로 관심을 끌고 구매 고객으로 유도

•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최근 고객 이력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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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충성도 향상

•영업 팀에 철저하게 조사한 영업기회 분석을 토대로 한 지침을 제공하여 매출 증대

시장 조사기관 IDC의 애널리스트인 Robert Mahowald는 비즈니스 클라우드 영역에서의 오라클의 입지가 

강력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USA Today지에 밝혔다. 또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와 스토리지 제

품, 여기에 최근 더해진 적응형 지능 애플리케이션까지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제품 오퍼링을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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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기업의 동력이 되는  
머신 러닝

Chuck Hollis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수석 부사장

지속적 학습은 인간의 경험에 필수적이다. 더 빠르고 우수하게 학습하는 인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듯, 성공적인 조직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의 한 줄기인 머신 러닝은 어떠한 크기의 조직이라도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력을 지속

적으로 향상하는 잠재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감질나는 잠재력을 달성하기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하룻밤 사이에 가능하지도 않다. 비록 각 

단계 별로 실질적인 이점이 있지만 수년 동안 측정해야 하는 긴 여정이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적응형 기업”이라 불리는 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유형이다.  

기본 개념

머신 러닝 그 자체가 과도하게 복잡한 면이 있지만, 기본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에 친숙하

면서도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인 구직자의 선정과 온보딩(onboarding)을 예로 들어보자.

 

기본 구성요소에는 교육 데이터 집합으로 시작한다. 선택 및 채용된 모든 구직자의 완전한 이력, 그들의 주요 

속성, 온보딩 방법, 조직 내 궁극적 성과가 바로 그것이다. 그다음, 분석 엔진이 이들 직원에게서 성공에 기여한 

주요 특징을 추출하고 새로운 구직자와 이들의 조직 내 성공 가능성을 점수화하는 추천 엔진을 생성한다. 

여기까지의 시나리오는 알고리즘이 중요한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을 결정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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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머신 러닝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바로 후보자의 현재 성과를 처리하여,  

장기간에 거쳐 추천 엔진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실제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머신 러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린다. 적응형 인텔리전스란 

인간 대비 월등하게 빠른 속도의 데이터 중심 학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기능을 다른 가치 있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확장시켜보자. 공급망 구매의 시기와 

가격, 대규모 주문의 할인 협상, 작은 사안의 큰 문제로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 반응 측정. 현재의 인

공지능을 활용한 추천은 내일의 고급 자동화가 될 것이다. 

적응형 인텔리전스는 우리의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도입의 과제

모든 변혁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머신 러닝에도 도입의 과제가 존재하며 적응형 기업으로 가는 여정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리더라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첫째, 머신 러닝의 합리적인 사용은 일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머신 러닝을 지혜를  

얻는 마술 블랙박스처럼 여기는 사고는 생산적이지 않다. 추천은 상황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기반이 되는 로직이 존재하고, 의사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형 상호작용이 중요해진다. 

둘째, 성공적 조직에서의 프로세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 머신 러닝의 사용 또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 의

사결정은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응형 기업이 영향력 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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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능한 의사결정을 사일로(silo) 방식으로 내린다고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추천 엔진의 품질은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결정되기에 더 나은 의사결정은 더 나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풍부하고 유의미한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성으로 머신 러닝 기술

의 영향을 현격히 향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도입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적응형 인텔리전스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지능으로  

내려질 의사결정을 발전 및 증대시킴으로써, 인간을 위한 보다 의미 있고 영향도가 큰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변혁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회의론과 불신을 예상하라. 과거에 비추어 보자면, 우수한 비즈

니스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머신 러닝의 미래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리더는 새로운 변혁적 기술이 등장하고 있음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형식에서는 핵심 기술은 사용 및 조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응형 인텔리전스

가 가장 강력한 유스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머지않아, 적응형 인텔리전스는 클라우드 재무, 인사, 고객 경험, 기타 매일 사용하는 기업 애플리케이

션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더 좋은 소식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익숙하고 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인간처럼 경험에서 학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툴을 곧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가 현실이 되면, 비즈니스 리더들은 신속하게 이 역량을 십분 활용해야만 한다. 바로 지금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이다. 

평균 인간보다 스마트한 조직을 원치 않을 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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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기록적인 4/4분기 수익 발표 후 오라클 CEO인 Mark Hurd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Mark Hurd는 오라클의 접근법이 별개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고객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에 탑재시키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Mark Hurd가 밝히는 오라클의 인공지능에 접근법을 알아보고 여러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점점 더 스마트해

지는 머신에 대한 기대치를 살펴보자. 

다섯 가지 아이디어:  
인공지능

오라클은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을 전체 스택에 추가하면서 인공지능을 고객의 경험과 

함께 강화시키고 있다.

Mahipal Lunia, 오라클 수석 제품 매니저 

인간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를 해석하는 시대에서 머신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머신 예측적 역량의 시대로 진

입했다.

Angela Zutavern, The Mathematical Corporation 공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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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공감하거나 감정을 갖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Robb Hecht, Baruch College 마케팅 부교수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맥락화(contextualize)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인사 

담당자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

어야 한다.

Michael Hickins, 오라클 전략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적응형 인텔리전스란 인간 대비 월등하게 빠른 속도의 데이터 중심 학습이다.

Chuck Hollis,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수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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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비용의 현격한 절감, 생산성 향상, 전사적 통찰 증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출시를 위한 방법을 찾기를 

마다할 CFO가 존재할까?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미래이다. SXSW Interactive에서 국제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기업인 

Cognizant의 CSO 및 CMO인 Malcolm Frank는 머지않아 인공지능의 사용 능력 부재는 경영 부실에 준하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결국 기업이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것이며 준비된 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Frank

는 말한다. 

올해 SXSW Interactive에서 인공지능은 가장 뜨거운 주제로 등장하여, 여러 연사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사라질 직업과 탄생할 직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할(HAL: Space Odyssey의 인공지능 컴퓨터)과 같은 위험

성에 대하여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Frank는 이미 인공지능이 의료, 보험, 금융, 생명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서 단순 작업을 대체하며 업무 자동화에 적용되고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음을 지목했다. 

현재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구식이 되었고 연결성이 결여됨을 뼈아프게 인지하고 있는 CFO에게  

빠르게 도래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사보다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가 사일로(silo) 상태로 존재한다면,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

고 새로운 오퍼링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전사적 인사이트를 놓칠 것이다. 

CFO의 인공지능 도입 타이밍:  

4 가지 고려사항

 Margaret Harrist 오라클 콘텐츠 전략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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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기업은 언제 인공지능 기술에 뛰어들어야 할까?

Booz Allen Hamilton의 디지털 전략가 Sahil Sanghvi와 Osama Malik은 별도의 SXSW 세션에서 이 문제

를 심도 있게 다루며 최신 기술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필요한 네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새로운 기술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뒤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신기술의 도입에 뛰어듦으로써 생산성 하락과 필요로 하는 가치 구현의 실패는 물론이고 즉각적

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와 집중력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의 기업이 

새로운 오퍼링을 개발할 수 있는 자체적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가? 또는 효율성을 올려주는 기성 

인공지능 기술의 구축에 집중해야 할까?

사회와 문화. 일부 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 문화가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 GPS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거나 시리나 알렉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일상

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예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

의 대상이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초 기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특정 유형의 적용

에 있어서 준비가 덜 된 것이다. 

일부 신기술은 성숙한 상태에 진입하였으나 과하게 높은 비용으로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즉,  

기업과 고객이 지급할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미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시뮬레이션의 실행이 필수적이다.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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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법률 환경. 신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규나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자면, 핵심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법이 바뀌거나 로봇의 생산성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떨까?

인공지능의 미래는 역설로 충만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열어줄 수 있지만 동시에 고객의 기대 수준을 하늘까지 치솟게  

만들 수 있다.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빠르게 낙오할 것이며 고객은 다른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 브랜드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다.

다른 역설은, 근시일 내에 마케팅 알고리즘이 인간 고객이 아니라 주인의 활동을 감추고 시스템에 노이즈를  

발생시켜 기업에게서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고객의 봇을 대상으로 판매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미래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청중은 기업의 직원이다. 많은 직원은 업무 변화를 피곤해하지만 아이

러니하게도 같은 이유로 현대적 기술과 기능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지금이 인공지능이라는 동전의 양면에 기회와 위협이 

있음을 판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기이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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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대비법 

Margaret Harrist 오라클 콘텐츠 전략 디렉터

야구의 전설 요기 베라(Yogi Berra)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그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요기 베라의 지혜는 기술 활용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변혁에도 적용된다. 전략적 비전과 목표의 정의가 부재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멋진 

신기술 만으로 기업이 마법과 같이 디지털 혁신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쟁사들이 떠난 공터에 남겨질 

것이다. 

현재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며 투자자의 현금이 향하는 멋진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가트너가  

선정한 2017년 10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인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도래하여 시리나 알렉사 같은 디지털 

개인 비서의 근간 기술로 자리 잡았거나, 마케터의 광고 타게팅에 도움을 주거나, 의료 진단의 근거를 제공하거

나, 극초단타 매매를 지원하고, HR 전문가의 이력서 검토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종류의 여러 프로세스 개선

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하여 기업은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는데, 하나는 시장에 존재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기술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5년,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구매 습관을 지닌 고객들에게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디지털 변혁을 진행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Oracle CX 에반젤리스트인 Des Cahill이 말한다. 

“기업은 이러한 디지털 변혁이 현재 진행형이고 인공지능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의 필수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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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할 것임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포레스터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모든 기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300% 증가할 것이며,  

이미 상반기에 15억 달러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과대광고에 매료되어 비즈니스 결과가 아닌 그럴듯한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기업에서 전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신기술을 사용할 경

향이 커진다고 MIT Sloan Management Review와 Deloitte University Press의 보고서에서 지목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어떻게 하면 잘못된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매몰시키지 않고 인공지

능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단계는 기업이 타 기업과 스스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자체적 인공지능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지 또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전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필수 운영 부문에 도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Oracle CX 에반젤리스트인 Des Cahill과 Adaptive Intelligence Applications의 제품및 데이터 과학 부사장

인 Jack Berkowitz는 기업이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와 무관하게 아래의 권고안을 제안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에서 시작하라. 예를 들어, 기업의 목표가 고객 경험의 개선이나 더 나은 직원 및 파트

너 관계 형성이라면, 잠시 뒤돌아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너무 많은 경우 새로

운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Berkowitz는 말하며 “대신, 원하는 결과물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덧붙인다. 

IT 환경을 현대화하라.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기업에 최신 기능과 패칭을 보장해줍니다”라고 

Berkowitz는 말한다. 

데이터 사일로(silo)를 해결하라.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분량의 내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조직 내 데이터

의 흐름이 부문 간 장벽이나 연결되지 않은 기술에 의해 막힌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디

지털 변혁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점은 데이터여야 합니다”라고 Cahil은 말한다. “먼저 데이터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변화에 대하여 소통하라. 변화 관리는 디지털 전략의 구현이라는 전투에서 90%이다. 인공지능으로 현

재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자동화할 수 있기에 최종 목표 (예-고객 서비스 개선)와 직원의 업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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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새로운 업무 교육을 준비하라.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로 중무장한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접근법을 개인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게 된다. 직

원 입장에서 이는 아주 다른 워크플로우, 새로운 툴, 새로운 기대 수준을 의미한다. 

최신의 인공지능 동향을 따라가라. “여러분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평가하고 그것이 업계의 고객 경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2017년 고객 경험 분야에서 중요한 신기술이며, 이 흐름

에 발을 담그고 실험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라고 Cahill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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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은 데이터와 분석을 떼어놓고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본 기고에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가 중요한 배경과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설명하고, 이어서 요사이 클라우드로 구현되는 오퍼링의 특징을 알아

보기로 한다. 

기업이 존재하는 한,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영원히 추진되는 항목이고, 어떠한 모습과 전략으로 추진될 것인가

만 다를 것이다. 이 영원한 과제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기업들도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가트

너의 2017 리포트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대다수 많은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1)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이 (전

사 차원이 아니라) 사일로 방식으로 운영되고, (2) (지속적이 아니라) 일회성/단발성 프로젝트로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3) 애널리틱스에 관련되어 조직별 역할이 중첩되고, (4) 특히나 아쉽게도,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

느 부분에 어떤 투자를 더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저 보안 중심적으로 진행되며, (5) 데이

터 애널리틱스 관련 업무를 요식행위 성격으로, 주 1회 한 번하는 업무(=Friday Afternoon업무)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리포팅하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사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업무는 전사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꽃이 활짝 피어나는 업무

인데, 많은 경우, 탑다운 방식 진행은 난이하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밸류를 증명하기

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 BI와 애널리틱스를 동일하게 생각하며, 리포트 혹은 대쉬

보드를 통하여 보고한다. 반면에 선도적 기업들은 CEO가 리딩하여 ‘문화’를 바꾸었고, 강하게 탑다운 방식으

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반복 사용가능한 패턴의 추출 및 애널리틱스 관련 IP 자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재 생산 부문 리딩 기업인 P&G는 수년 전 경영 위기에 봉착하였고 Forbes에서조차도 ‘가격

할인 프로모션에 고집할 것인가, 혹은 전사적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라는 글을 통하여 체질 개

선을 강하게 권고하였고, 새로이 CEO가 부임하면서 이를 받아들여서, ‘미래 성장 전략은 데이터 중심 의사결

정 기반 이어야 함’이라고 선언하고, 회사 혁신(=‘Digitize the Company End-to-End’)을 추진하였다. CEO

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이용하여 경쟁사보다 기업의 디지털 체질을 (무려) 3년 앞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 경영진에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서 매주 최고 임원 회의에서 임원들에게 (지난 주의 실적 발표 및 PPT 

방식의 보고를 없애고), ‘당신은 회사의 Digitization 혁신에 어떤 기여를 하였나요?’라는 것을 질문하고 임원

의 업무 보고에 포함토록 이끌었다. 이렇게 임원의 KPI가 바뀌면 회사 전체 분위기가 변화됨은 당연한 것이

라 하겠다. 이렇듯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사항은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은 (CEO를 포

함하는) 고위 임원이 리딩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이며 특정 기술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P&G의 변화 여정을 여섯 단계로 도식화한 것이다. 

정보를 관리하는가, 혹은 메인티넌스 하는가 

새로운 성당을 만들 때 돌을 쪼아서 다듬는 석공에게, “하루 종일 돌을 쪼느라고 힘들지 않나요?”라고 하자, 

석공은 “저는 믿음의 성전을 만들기에 안 힘듭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얘기가 있다. 데이터에 대하여서 마찬

가지이다. 큰 그림에서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를 해야 한다. 작은 그림에서 정보 메인티넌스

(Information Maintenance)는 피해야 한다. 사실 한국말로는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보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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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혹은 메인티넌스 하고 있는가의 차이는 크다. 정보를 관리(manage)한다는 것은 현업 관점에서 밸류 

추출을 고려하여 관리함을 의미하고, 정보를 메인티넌스한다는 것은, 그저 데이터를 스토리지, 백업하는 수준

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당을 만들듯이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스코프’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국내외 많은  

기업은 프로젝트 단위 혹은 부문 단위의 데이터 분석 혁신에 포커스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사

항이지만 분석만큼은 전사적인 (또한 기업 외부의 에코시스템까지도 포함한) 관점이 필요하다. 참고로 분석에 

관하여 선도적 글로벌 기업인 A사의 경우, CEO휘하에 전사 Chief Architect를 오퍼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CEO에게 요청한 질문이 “제가 전사 데이터를 아무 제약 없이 엑세스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라고 질문

한 것이 떠오른다. CEO는 그러한 권한을 보장하였고, 그 결과 매우 많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혁신을 성취한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분석 대상 Time’ 관점을 살펴보면, 일신우일신이 필요하듯이, 과거 데이터  

분석 중심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모 대기업의 사장단도 분석 자료를 보고 받으면 

‘지난 매출 분석을 듣는 것은 5분이면 충분하고, 법인별, 제품별 다음번 분기 매출에 대하여 얘기합시다’라고 하

듯이, 선도적 미국 글로벌 기업인 P사의 경우, 이를 위하여 더욱 빠르게, 더욱 자주 (협업사인 월마트로부터) 데

이터를 (거의 Near Real Time 주기로) 입수하여 엑사데이터로 분석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흥미

로운 점은 수집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은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프로젝트는 여러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은 MDM를 먼저, 어떤 기업은 3rd 

party데이터 혹은 오픈 데이터에 먼저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스프레드쉬트, 파워포인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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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정형 데이터에 먼저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Single Version of Truth’에 너무 집중하

기보다는 일단 ‘합의된 데이터’에 집중하는 것이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여러 부서의 합의와 동

의 및 점검을 거쳐야하는) Single Truth보다는 데이터를 통하여 현업이 도움을 얻을수 있는 ‘Data of Trust’에 

더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되어서 P&G의 경우, CIO는 ‘Big Fish to Fast Fish to Network Fish’라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시대별로 IT환경을 변화시켰다. 즉 거대한 메인 프레임/서버 시대(=Big Fish)에서 C/S, 웹, 모

바일 환경(=Fast Fish)으로 전이하였고, 지금은 생태계 협업 시대(=Network Fish)로 전이하여 리딩하고 있다. 

즉 기업 내외부 생태계의 데이터를 ‘종합 활용’함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위의 그림은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관련되어서 가트너가 만든 EIM(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이

라 불리는, 전사 데이터 애널리틱스 추진 프레임워크이다. 7개 빌딩 블록으로 구성된 EIM은 특정 부서단위가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내용은 1. 비젼, 2. 전략, 3. 미트릭(Metric), 4. 거버넌스, 5. 피플, 6. 프로

세스, 7. 인프라로 구성이 된다. 진행에 있어서, 7개 블록을 모두 차례차례 순서대로 진행하면 최상이겠으나, 현

실적으로는 여러 블록 중에서 해당 기업의 상황에 시급한 블록들을 먼저 골라서 진행함을 권고한다.

Data Lake, 이제는 새로운 아키텍쳐가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던 DW 혹은 하둡 클러스터를 Data Lake 1.0이라고 부르면, 이제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여 

Data Lake 2.0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Data Lake 2.0은 그저 DW의 확장된 개념은 아니다. 

Data Lake 2.0은 모든 데이터를 그 원본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데이

  The Seven Building Blocks of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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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현업이 활용할 수 있는가’가 진짜 핵심이다. 이전의 DW개념 혹은 Data Lake 1.0에서는 얼마나 많은 테이

블, 유저, 많은 데이터를 수용하는가가 주요 KPI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수집 관점의 KPI는 이제는 지양

해야 할 것이고, Data Lake 2.0에서는 모아진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즉, 데이터의 활용, 액션 취

하기, 변화하기, 빠른 속도로 인사이트 발굴하기 등이 KPI가 되고 있다. 특히나, Data Savvy 세대 즉 밀레니엄 

젊은 세대의 눈에 맞춘 솔루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신입 직원들은 Data Scientist 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했고, 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감각적으로 시각화된 UI, Simple UI가 필요하다.  대부분 5년 전 구조로 만

들어진 Data Lake 1.0에서는 이러한 Data Lake 2.0의 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난이한 것이 사실이다. 오라클

(=Oracle Analytics Cloud)에서는 현업이 더 빨리 감각적인 UI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업 용도의 애널리틱스인가 혹은 IT 부서 용도의 애널리틱스인가 혹은 모두를 만족하려면?

현업을 위한 솔루션과 IT를 위한 솔루션을 어떻게 다를까? 이를 위하여 현업이 원하는 기능들과 IT부서가  

원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오기에 분류해보기로 한다. 

#1. 현업이 원하는 기능들: 한마디로 현업은 ‘Self Svc’(=셀프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원한다.  이를 위한 답은 데

이터 시각화가 해답이 되겠다. 시각화는 재빠르게 볼 항목을 (IT 도움 없이, 모델링이 필요 없이, drag and drop

만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매우 풍부한 차트 양식을 활용하여 재빠르게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희

망한다. 당연히 사내 DB와 자신의 노트북에 담긴 엑셀을 Mesh up형태로 한꺼번에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현업 부서와 IT부서의 중간 지역: 기존에 많이 활용되던 BI가 바로 이 부분이다. 사실 요사이는 시각화와 BI

의 경계점이 불분명하긴 하기는 하다. 그래도 정의를 해보면 BI는 (과거에 발생된 일들에 대하여) ‘정형화’된 리

포트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 IT부서가 원하는 기능들: IT는 ‘Analytics-as-a-Svc’(=사전 분석 & 시나리오 플래닝)를 희망한다. 그 관점

에서 요사이는 PaaS로서 M/L, Visualize 기능이 제공되기에 굳이 해당 인프라를 설정 및 config 할 필요가 없

이 Analytics-as-a-Svc의 PaaS 환경을 원한다. 이렇게 세 종류의 기능을 위한 솔루션은 이전에는 각각 존재하

  비젼에서 타겟 스테이트로의 전이 

Vision and Strategy

Target State DesignExpert 
Judgement

Target State 
Direction

Best Business 
Practices

비즈니스

 모델

운영 모델

기술 모델
베스트 프랙티스

Vision

Governance

People

Process

Infrastructure

Strategy

Metrics

Source: 2017 Gartner

Copyright © 2014, Oracle and/or its affiliat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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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니, 이 역시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의 솔루션(=Oracle Analytics Cloud)가 공히 세 종류 

직군을 만족하게 지원하다. 이를 반복하여 언급하자면 Smart Analytics for Everyone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오라클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특징: 

새로운 시대의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인프라 관점에서 인프라스트럭쳐 + 데이터 관리 (보안, 가용성, 거버넌스 

등)에 기반하여 그 위에서 애널리틱스가 모두 End-to-End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애널리틱

스는 현업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는 물론이고, BI, 시나리오 플래닝이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그 사용 장소는 노트북/데스크탑은 물론이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야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이 심혈

을 기울여 제공하는 오라클 애널리틱스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특징-1: Right Experience for Everyone: 어낼리스트 직군 Biz User직군, IT 직군의 세 종류 직군을 모두 만족

시키는 스마트 애널리틱스이다. 어느 특정 직군만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다.

특징-2:  Any Data: 어낼리스트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애널리틱스 솔루션 레벨에

서 수많은 데이터 소스를 쉽게 연계해야 한다. 오라클 애널리틱스는 50+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수용하고 있다.  

특징-3:  Cloud Flexible :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Elastic’하게 CPU, Disk 추가, 삭제가 가능해야 되며,  Hourly 

Rate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서버 버전, 데스크 탑 버전, 모바일 버전 등 여러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이상 본 기고에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중요한 배경과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설명하고, 이어서 요사이 클라

우드로 구현되는 오퍼링의 특징을 차례로 알아보았다. 숙독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Jeongki.hong@oracle.com으로 부탁드린다.

  Oracle Analytics Cloud - Complete Analytics Cloud Platform 

ENTERPRISE SEARCH SMARTS PREDICTION LEARNING

DATA ANALYSIS
Understand & act using smarts: search, visualization, & storytelling

DATA FLOWS
Prepare enriched, sharable, & reliable datasets across all data

DATA CATALOG
One place to collect, search, explore & curate all data

MOBILE NAT. LANG. PERSONALIZED

SaaS

PERSONAL

SENSORS

SOCIAL

MOBILE DATA LAKE SERVICES

COMPUTE    •    STORAGE    •    NETWORK    •    IDENTITY

DATA MANAGEMENT SERVICES

BUSINESS

ANALYSTS

IT

DEVELOPERS

Copyright © 2014, Oracle and/or its affiliat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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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HR: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강력한 파트너십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보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무 및 HR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 절감 방안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 요소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스킬 부족과 전사적인 데

이터를 여러 부서 전반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향상시켜야 한 다는 필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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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재무 및 HR 간의 보다 긴밀한 협업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재무는 해당 기업의 조력자로

서 경영진이 다가오는 시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를 대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HR은 기업들

이 디지털 전략을 실행하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라클은 재무 및 HR 간의 보다 긴밀합 협업이 어떻게 디지털 변혁

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이점을 실현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MIT Technology Review Custom에 일명 “재무

와 HR: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강력한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조사 결과 중 하나는 기업들이 재무와 HR 간의 보다 긴밀한 협업을 전략적 필요성이라고 강력하게 인식

하고 있지만 상당 수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민첩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

이다. 혼란의 시기에 시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리고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오라클은 40년의 역사를 통해 이들 모든 전략을 수용해 

왔다.

또한, 오라클은 기업들이 자체 업무 운영을 위해 단일 통합 클라우드 기반 ERP 및 HCM 시스템에 투자함으로

써 변화가 예산, 전망, 인재, 자원 배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

고 있다. 한 발 앞선 디지털 기업들이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이점은 보다 현명한 의사 결정과 모든 자산의 최적화 

이외에도 해당 기업의 실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직원 또는 고객들의 권한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

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역량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재무 및 HR 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자사의 실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통찰력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Doug Kehring

오라클 총괄 부사장 겸 CEO 직속 CSO(Chief of Staff Office)  



클라우드는 성급하게 판매되고 모호하게 이름지어진 
방대한 스토리지 용량의 공급자에서 마치 하루 아침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성
장 기업들을 위한 핵심 툴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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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보다 최종 목적지가 중요하다

기업들은 자체 재무 및 HR 업무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얻게 되며 매우 높

은 기대치를 기준으로 진척 수준을 측정한다. 클라우드라는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역할을 재조정하고 관계

를 정의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에서 기민성을 향상시키면서 프로세스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

이 점진적인 단계적 진행은 경영진의 역량과 인내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한계에 이르게 만드는 허점과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통합 이슈를 해결하고 클라우드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기업들은 지속

적인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은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통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목표는 기업들이 고도로 디지털화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 및 HR은 예산과 인력 계획 등의 영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향한 모험을 시작할 때 종종 함께 팀을 형성한다. 궁극적으로 이들 2개 부서는 클라우드로 전환하

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 내 다른 부서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HR과 재무는 최초의 토대를 구축하고 모든 백 

오피스 기능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따른 이점들을 구상할 수 있는 충분한 통찰력을 기업

들에게 제공한다. 클라우드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정보에 실시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게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을 강화하며 기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IT 개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하지

만 기업이 가능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관리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잠재

된 비약적 발전 가능성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오라클이 MIT Technology Review Custom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의 조사에서 기업들이 재무 및 HR

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직면하는 근본적인 과제와 변화의 이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들이 확인

됐다. 재무 및 HR을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동기, 이점 및 보상을 살펴 보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70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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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자에는 재무, HR 및 IT 부서의 고위 관리자 및 중간 관리자는 물론, 보다 전반적인 최고 경영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기업은 미주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그 중 35%는 대체로 미국과 캐나다에 본

사); 그 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40% 이상) 및 아시아(20%)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약 3/4 기업들이 2억 

5천만 달러~10억 달러의 연 매출을 공시했다. 응답자들은 금융 및 전문 서비스에서 제조 및 건설에 이르는 다

양한 업계를 대표하고 있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들 중 35%는 1년 내에 재무 및 HR 공유 기능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의  

원동력? 응답자의 42%는 생산성 및 성능 향상이 추진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클라우드에

서 재무 및 HR 간의 보다 긴밀한 협업을 전략적 필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운영 최적화를 추진하고 혁신

을 가속화하고 있다.

재무 및 HR 모두가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것은 모든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략을 위한 중요한 

모범 사례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는 통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HCM(Human Capital Management) 시스템은 재무팀이 예산 목적을 위해 보다 쉽게 직원 비용을 추적

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오라클의 총괄 부사장 겸 CH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인 Joyce 

Westerdahl는 “ERP-HCM 클라우드 통합은 조직적 변화가 특히 예산, 출장 및 지출, 전망 그리고 승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의 빅 클라우드

는 1년 내에 재무 및 HR 공유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35%

Jen Chavez는 약 20년 전에 와이

오밍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여전

히 캠퍼스에 대한 연구 기회를 모

색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그녀는 

“전략적 클라우드 구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래러미(Laramie)에 위치하고 있

으며 1만4천 명의 학생들이 소

속된 대학 교육 기관의 애플리케

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부

서 디렉터인 그녀의 핵심 직무이

다.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서 이 대학은 2016년 7월 Oracle 

Cloud의 단계적 구현 프로젝트

에 착수했다. 3월에는 재정적  

지원, 등록 데이터 및 인원 

수 등을 포함한 학생 레코드

를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olution으로 마이그레이션했으

며 대학은 이번 여름 내에 재무 업

무를 본격 클라우드 상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재무 팀은 일명 WyoCloud라

고 알려진 프로젝트에 착수하

게 된 출발지이며 HCM(Human 

Capi t al  Management ), 예산 

및 계획, SCM (Sup p l y  Chain 

Management) 그리고 리포팅 

및 분석을 통합하게 될 것이다. 

2015년 와이오밍주의 석유 가

스 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최근

의 입법 감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대학은 수요 분석에 착수했다.

프로젝트 팀은 많은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도 필요한 것은 바

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다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Chavez는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재무 정보

는 오래된 데이터였으며 실시간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모든 질

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이 몇 주 동안 각각의 개별 보고

서를 종합해야 했다. 대학 지도층

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

해서는 보다 우수한 리포팅 기능

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지도층은 막대한 예산 

삭감을 감수하는 한편, 핵심 운

영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

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

다. 하지만, Chavez는 “효율성, 

표준화 및 기타 클라우드의 이점

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몇 년 동안 

대학이 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

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분명 그

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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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클라우드 전환; 주요 목표

HR/재무 클라우드 투자의 사업 목표

최고 경영진 레벨 N= 290

생산성 및 성능 향상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액세스를 요구하는 

고객 기대치 충족

기존 시스템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IT 인력 또는 스킬 부족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액세스를 요구하는 

직원 기대치 충족

데이터를 여러 부서 간에 

공유하는 방법 향상

KPI 및 분석에 대한 보다 

신속한/실시간 액세스에 

대한 요구

시스템의 보안 강화

직원들이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서 탈피해야 한다는 요구

비용 절감

기업 성과 지표와 관련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

미래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
규제 준수

기준=총 응답자 수 (n=700)

고위 경영진 N= 140

중간 관리자 N= 270

최고 경영진들은 

중간 관리자들보다 

비용 절감에 덜 집중함

그룹 간에 95%의 

현저한 격차 드러나

조사 응답자들은 전환의 이유로 비용 절감 이외에 기존 시스템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IT 인력 또는 스킬 

부족(38%)과 데이터를 여러 부서 간에 공유하는 방법 향상(37%)에 대한 요구 등 2개의 주요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절박한 요구로 인해 기술이 빠르게 성장했다. 클라우드는 성급하게 판매되고 모호하게 이름지어진 

방대한 스토리지 용량의 공급자에서 마치 하루 아침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성

장 기업들을 위한 핵심 툴로 성장했다. 보안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CFO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

의 취약성이 민감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브리티스 컬럼비아주의 밴쿠버에 위치한 청정 에너지 회사인 Ballard의 부사장겸 CFO(Chief Financial 

Officer)인 Tony Guglielmin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며 이

와 같은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는 보안 강화가 재무 및 HR을 클라우드로 전환

하는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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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과 성공

조사 응답자 중 대부분은 자사의 재무 및 HR 부서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거나 완료 시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진척 수준의 평가에는 당사자의 시각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일부 부서 구성원들의 경우,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완벽한 구현에 가까울 수도 있다. 단 28%의 HR 구성원들만

이 자체 업무가 완벽하게 클라우드로 전환되었다고 밝힌 데 반해, 궁극적으로 실현될 조직의 이익보다는 자신

의 앞에 놓인 구현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IT 임원들 중 46%는 자사가 클라우드로 완벽하게 구축되

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다 폭 넓은 관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CEO와 COO들 중 단 27%만이 자사가 구

현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모든 조사 대상 직무 영역들보다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긍정적이었으며, 완벽학 구축이 이루어지고 매일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는 기업들의 

HR 및 재무 담당 임원들 중 34%는 비용 절감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서의 임원

들은 전환 비용이 “기대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우수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부서 임원들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차이가 훨씬 분명하게 나타난다.

구현 곡선을 따라 여러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평가할 때 부서들 간의 인식 차이는 다양한  

근시안적 견해를 반영한다. 또는, 임원들이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필수 툴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을 수

도 있다. IT 부서의 응답자 중 49%는 개인 업무 시스템(이메일, 스프레드시트, 협업 툴)이 완벽하게 클라우드

그림2. HR/재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따른 정보 흐름이 개선과 민첩성 및 응답 속도 향상

성과 평가

고위 경영진의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기대보다 우수한 수준 기대한 수준 기대보다 낮은 수준

시장 기회 및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클라우드 전환 기간

의사 결정의 품질 - 보다 데이터 중심적

내부 IT 협조

기존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과의 통합

변화에 대한 내부의 저항

클라우드 전환 비용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변화 관리 기준=총 응답자 수 (n=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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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구축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최고 경영진 응답자의 경우, 단 32%만이 이에 동의했으며 조사에 참가한 HR 

및 재무 부서 종사자들 중 단 1/4만이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구축의 성숙도에 대

한 응답자들의 시각은 이에 통해 거둔 이점만큼이나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고 경영진과 기업 내 다른 레벨 응답자들 간 인식 차이는 클라우드 구현이 기업 인프라에 미친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차이점 중 하나로서 직무(IT - 가장 명확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님)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술 운

영 모델을 재구성한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재무 및 HR 부서 내 스킬 부족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생

산성 증가의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킨다. HR 및 재무 부서 모두의 응답자들은 고위 경영진의 정보 요구 사항 충

족 능력(HR 44% vs 재무 48%), 시장 기회 및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HR 42% vs 재무 43%), 그리고 의

사 결정의 품질 - 보다 데이터 중심적(HR 40% vs 재무 39%) 등 여러 측정 기준에서 자체 효율성이 향상되었

다고 응답했다. (그림 2의 직책 또는 직무별로 분류되지 않은 종합 응답 참조)

반대로 약 40%(37%)의 HR 응답자들은 자체 부서와 재무 부서 간의 정보 흐름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했

다. 이에 비해 재무 부서는 단 2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재무는 새

롭게 형성된 HR/재무 관계의 향후 강화 전망에 대해 훨씬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0%의 재무 부서 응답

자들이 이들 두 부서 간의 관계가 “크게” 또는“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HR 부서 응답자 중 71%

가 이와 같은 개선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3. 클라우드의 이점 - 94%의 기대치를 충족

기대치 충족 

27%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함 

6%

기대치를 능가함 

39%

기대치를 훨씬 능가함 

28%

기준=총 응답자 수 (n=700)

기대치를 “훨씬 능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응답

한 비율 – 38%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 17%

클라우드 전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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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ROI 요소들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지만 - 온 디맨드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달성된 기업 수지 개선 - 보다 빠른 시장 출시 속도 또는 혁신 확대 등과 같은 매출 견인 측정 지표는 전략

적 변화가 진척되면서 드러나게 된다.

역설적으로 보다 현명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정을 위해서는 최고 임원들이 클라우드로의 

야심찬 여정을 방해하는 의심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

클라우드 본격화에 따른 명확해지는 큰 그림

변화는 동일한 속도로 확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클라우드가 완벽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  

장점들로 과정상의 방해장벽들을 뛰어넘을수 있게 된다.

완벽하게 클라우드로 전환한 기업의 재무 및 HR 임원들 중 39%는 기대치를 훨씬 능가했다고 응답했다(그림 

3 참조).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않는 기업의 경우, 단 17%만이 이미 기대치를 능가했다고 응답했다. 재무, HR 

및 IT 임원들의 경우,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놀라게 되는 것은 긍정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실제로 클라우드는 여러 차원에서 기대치를 능가했으며 재무 및 HR 임원 중 약 절반(46%)은 전환 비용이  

예상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약 90%의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들은 비용이 기대치보다 낮거나 기대치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전환 기간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그와 같이 응답했다. IT 부서 

응답자 중 51%는 전환 기간이 기대보다 우수했다고 응답했다.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의 경우, 50%는 그와 

같이 응답했으며 39%는 기대했던 수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최고 경영진 응답자들은 그 보다 다소 낮은 

34%가 기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며 이는 아마도 조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사장겸 CFO인 Tony Guglielmin

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투자

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지난 3월

에는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국

면을 맞게 됐다. 브리티시 컬럼

비아 주, 밴쿠버에 위치한 청정 

에너지 회사인 Ballard의 임원인 

Guglielmin은 “미래의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2년 여 전, Guglielmin은 약 20

년 전에 설치된 회사의 IT 시스템

의 재무 구성 요소를 교체하기 위

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컨설턴

트의 권유로 그는 클라우드 벤더

들의 제안서를 요청하는 데 동의

했지만, 온프레미스 업체들의 설

명도 듣기를 원했다 . 그는 “클라

우드의 보안 측면에 대해 안심할 

수 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 

차례의 데모를 통해 분명하게 확

인되고 안심할 수 있게 했다. 그

는 “우리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

을 만큼 오라클은 제품을 발전시

켰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에 대해 전폭적으

로 집중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

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Guglielmin은 먼저 HR을 통합

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했으며, 

그런 다음, 공급망, 제조 그리고 

서비스 및 보장 관리 등을 포함한 

전체 ERP 교체 시스템에 주력했

다. 그는 Ballard에서 향후 5년 간 

2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Guglielmin은 

“이미 클라우드에서 상당한 절

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해를 거듭

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는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분명 그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미래형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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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많은 새로운 첨단 기술들—AI, 사물인터넷(loT), 로봇, 머신 러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최고 임원들

은 클라우드의 롤아웃에 따른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살펴 볼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경영진들은 클

라우드를 통해 성과 달성과 혁신의 제약 조건들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오라클의 총괄 

부사장 겸 CAO(Chief Accounting Officer)인 Corey West는 “클라우드에서 HCM과 ERP를 함께 실행하

면 전혀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두 시스템의 데이터가 동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수작업으

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 재무 및 HR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된 셀프 서비스 대시보드를 이용해 공통의 데이터를 분석함

으로써 부서 전반에 걸쳐 협업, 생산성 및 의사 결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 조사에 참가한 41%의 최고 

임원들에 따르면 완벽한 클라우드 구축의 이점 중 하나는 매출 창출/제품 개발 부서 동료들과 협력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HR 부서 26%, 재무 부서 32%, 그리고 IT 부서 34% 등 다른 부서의 조사 참가

자들은 이와 같은 시간 활용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았다.

그림4. 7가지 주요 성공 요소

IT의 협조

최적의 클라우드 공급자 선정

HR 및 재무 부서의 파트너십/협업

적절한 내부 팀 구성

최적의 통합 전문가 선정

디지털 사고 방식을 수용한 문화 장려

사전에 프로세스 단순화 및 표준화

임원의 후원

프로젝트에 대한 소통 체계 마련

온프레미스 시스템의 급속한 감가 상각

경쟁력

최대 4개 선택 가능

기준 = 총 응답자 수 (n=700)

KBBO Group의 IT 디렉터인 Samir Mayani는 “IT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이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조직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

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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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위한 전략적 변화

클라우드가 서버의 일간 관리 업무는 물론, 업그레이드 및 패치와 같은 여타 필수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 IT 부서가 기업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아부다비 소재 투자 회사, KBBO Group의 

IT 디렉터인 Samir Mayani는 “IT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이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부

분의 시간을 조직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컴퓨팅 성능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IT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구축 후  

최고 경영진 응답자의 56%는 IT가 혁신 달성 측면에서 크게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IT의 협조

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환 과정 전반에서 핵심 관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 중 43%는 

이를 중요한 조직적 성공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부서에서는 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종합된 응

답은 그림 4 참조). 또한 HR 및 재무 부서 응답자의 49%는 내부 IT의 협조기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비해 다른 부서는 3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위에 나온, 52%의 최고 경영진 응답자들은 클라우드 덕분에 

IT와 재무 및 HR 간의 관계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응답했다(종합 응답은 그림 5 참조). 클라우드를 완벽하게 

구축한 기업의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 중 44%는 IT의 역할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비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기업들은 단 20%의 응답자들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IT의 기여도는 특히 여러 벤더의 클라우드 앱을 통합하는 작업의 난이도와 연관되며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

의 41%와 IT 응답자의 51%가 이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최대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온프레미스 앱

과 클라우드 앱을 통합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조사에서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들의 단 1/3(32%)만이 최대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했으며 거의 절반(49%)은 전환 측면에

서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많은 기업들이 여러 앱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클라우드를 수용하는 데 보다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그림5. 클라우드, IT와 HR/재무 부서와의 관계 향상

합계 기준 = 총 응답자 수 (n=700)HR(Human 
Resources)

재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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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기술적 과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부서 전반에 걸친 노력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조사 응답자들에 따르면 클라우드가 완벽하게 구축되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팀워크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들의 46%는 협업이 크게 향

상되었다고 응답했다. 그와 같은 패턴을 견지하며 HR/재무 담당자들의 49%는 이들 두 부서 간의 관계가 향

후 2년 내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림 6의 종합 응답 참조) 협업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무 및 HR 부서에서 기울이는 노력의 깊이와 속도는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스킬을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HR와 재무의 역할은 항상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오늘날 실제로 통합되고 있다. 재무 및 HR 공동  

부서를 조직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트렌드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CFO들은 기업 전략을 정의할 때 보다 적

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인력 및 자원 요구를 이해해야 

한다. HR 리더들이 최적의 인력을 채용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팀의 예산과 전략적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파

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재무 및 HR 담당자들은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스킬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향상시켜야 하는 스킬의 목록에는 시간 관리가 포함되며 재무 및 HR 부서 응답자 중 무려 40%가 여

그림6. 클라우드 구현을 통한 HR 및 재무 간 관계 개선

프로스세 품질

향상 변화 없음 위축

현재

2년 후

데이터 품질

정보의 흐름

협업

조직 통합
기준=총 응답자 수 (n=700)

향후 2년 간 관계의 변화

의 HR/재무 부서 응답자들이 IT 협조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49%



기에 응답했다. 또한, 32%가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30%는 더 많은 문제 해결, 수학적 추론 및 분석 스킬을 선

택했다. 재무 부서 응답자 중 37%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상업적 인식 및 

사업적 감각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 경영진 응답자들의 47%는 HR 및 재무 부서가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따라 더 많은 시간 관리 스킬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고위 관리자는 단 3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변화의 속도와 비즈니스 필수 과

제에 대한 신속한 실행 능력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고 임원들은 클라우드 기술의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단순한 툴이 아니라 기업 혁신을 위한 토대로 이해하고 있다. 

조직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은 자신의 일상 업무의 변화에 보다 유연해져야 하며 고부가가치 

활동을 위해 절약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재무 및 HR 부서가 경쟁 업체에 맞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이들 부서

는 아마도 아직 클라우드 구현에 이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지 않았고 차별화와 관계 없는 업무(예를 들어, 리포

팅)를 수행하는 데 막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전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업무가 재배정되

어야 한다. 좋은 소식은 거의 1/3에 달하는 응답자들(31%)이 클라우드를 통해 자체 부서 내에서 저가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으며 예측 분석 등 회사의 전략적 우선 순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는 전략의 무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들이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원들이 이 기술이 자신의 일상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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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무 및 HR 응답자들이 시간 관리 스킬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응답40%

2013년 당시 이 모기지 브로커는 

경쟁 업체들의 혁신 추진에 압박

을 느꼈다. 약 80%의 예산이 운

영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IT 

부서는 확장 계획을 따라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Vogel는 22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은 상황

을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힘든 작업”에 주력했으며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더 많은 상품, 더 많

은 서비스를 수용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자원은 전혀 늘

어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IT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함으

로써 운영 지출을 줄이는 것 이외

에도 불충분한 운영 지식으로 인

해 AFG가 감수해야 했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2016년 중반, Oracle ERP Cloud로

의 전환이 완료되면서 IT 내부에

서 변화가 나타났다. 대부분 전략

적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채용

된 37명의 직원들을 통해 이 업체

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추진했다. 일부 역할

은 변경됐다. 이전의 IT 운영 관리

자는 이제 지속적인 개선 관리자

로서 새로운 효율성 및 성장 기회

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선구자

(trailblazer)”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Vogel은 AFG가 자체 예산의 

60%를 혁신에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종

료하고 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IT는 마침내 숨을 

쉬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

를 갖게 됐다.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조직의 모습을 보다

Jaime Vogel은 자신이 CIO로 근무하고 있는 Aus tralian 

Financial Group이 IT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성

장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해결했다고 확신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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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기업은 상품 추가 또는 자원 조정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 전환. 금융 및 HR 부서의 스킬을 확장해야 하는 시점

39%의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스킬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스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IT 관리 작업과 현재 HR 및 재무 부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창의적이고 보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

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내년 중에 재무 및 HR의 스킬세트를 확장 할 예정에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43%는 IT 직원들을 재무 및 HR 부서로 보내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42%는 직원들이 전통적인 관리 책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관리 스킬 교육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42%는 관리 및 낮은 스킬 수준의 역할을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약 40%는 자체 

팀에서 데이터 과학자와 통계 분석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회사 전반에 걸친 융합은 클라우드 구축 경험이 남긴 분명한 흔적을 드러내게 된다. 클라우드를 완벽

하게 구축한 기업들의 재무 및 HR 임원 중 거의 절반(46%)은 필요에 따라 조직 구조를 재편하거나 규모를 조

정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최고 경영진 응답자 중 47%도 그와 같이 응답했다. 하지만 

아직 클라우드를 완전히 구현하지 않은 기업의 응답자들은 단 1/3만이 이들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

다. 거침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은 기업의 생존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

경영진의 모호한 비전은 UAE와 영국

을 넘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추

진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프로세

스를 표준화한다는 Mayani의 목표는 운

영 효율성 및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의 열정과 맞물려 경영진이 Oracle ERP 

Cloud를 도입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경

쟁사들보다 20% 적은 비용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IT 부서의 시간도 절약했으

며 실시간 리포팅 기능을 제공하고 재

무, HR 및 조달 프로세스를 하나의 플랫

폼으로 통합했다. 2015년 구현이 완료되

자 Mayani는 “IT는 전략 촉진자(strategy 

enabler)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제 단순

히 백엔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조직이 IT 부문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

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는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

을 가능하게 하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운

영 레벨에서 의사 결정이 향상되었으며 

이제 경영진은 맞춤형 분석 기능에 접근

해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은행 잔고를 추적할 수 있다. 

Mayani는 “이제 우리 모두는 동일한 것

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보

고 있는 것에 확실히 만족하고 있다.

클라우드를 통한 명확한 의사 결정 개선 

2013년 Mayani는 KBBO Group에 합류하자 마자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

로 비효율성의 모델이었다.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

고 있는 이 회사의 IT 디렉터인 Mayani는 "우리는 

여러 지역의 여러 법인에 투자했다.

이들 기업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회계 및 IT 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정보는 서로 다른 포

맷으로 입력됐다. 문제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

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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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 전략을 실행하는 동안 회사의 재무 및 HR 리더들은 새로운 기술과 기존 운영 및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법 이외에도 훨씬 많은 것들을 습득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확장했으며 지속적인 변화와 향상

을 위한 조직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새롭고 획기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 인

프라 업그레이드를 조율하는 것을 탈피해 재무 및 HR 리더들은 철저하게 현대화된 사고 방식은 물론, 향후의 

변화를 내다 볼 수 있을 만큼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라클 소개

Oracle Cloud는 전 세계 196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수많은 SaaS 애플리케이션 및 엔터프라이즈급 PaaS 및 I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550억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 오라클(나스닥:ORCL)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racl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T Technology Review Custom 소개

저명한 기술 전문 매체로서 1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MIT Technology Review Custom은 맞춤형 콘텐츠를 작성해 배포

하는 글로벌 미디어 회사인 MIT 테크놀러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의 한 사업부이다. 기사 작성, 편집 및 디자인 

전문 기술에서 홍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에 이르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사의 전문 맞춤형 편집 직원들

은 고객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고품질의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고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장소로 디지털, 

인쇄,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이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것들은 고객들의 콘텐츠 마케팅 목표에 따라 중요한 기술에 

대한 권위를 갖춘 사고의 리더로서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된다.

Copyright © 2017, MIT Technology Review.

All rights reserved.

www.technologyreview.com/media

상세 페이지 방문하기

통합 재무 및 HR: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강력한 파트너십

Guided Quick Tours

Explore Oracle's ERP and HCM solutions for yourself and take a guided quick tour

ERP Quick Tour HCM Quick Tour

다운로드�받기�

다운로드�받기� 다운로드�받기�

https://www.oracle.com/uk/applications/erp-hcm/oracle-unified-finance-and-hr-in-the-cloud.html
https://go.oracle.com/LP=49103
https://go.oracle.com/LP=4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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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선구자에게 배우는�다섯�가지�교훈

YOU
& IaaS

1

서비스형 인프라(IaaS)가 등장한 지 십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관련 시장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IaaS 도입의 선구자가 느끼는 기술 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과연 IaaS는 그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였을까요? 결정에 

후회는 없을까요?

1,600명의 고위급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IaaS를 도입하고,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였으며,  

다른 이들이 뒤따를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다수는 이러한 압박에 대한 해결책으로 IaaS를 선택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62%)은 IaaS로 인하여 혁신이 수월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확신은 IaaS를 먼저 도입한 기업 그룹에서 보다 폭넓게 발견되는데, 68%는 IaaS로 인하여 가능해지는 혁신의 이점을 믿는다고 응답했습

니다. 또한 IaaS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필수적 속성인 민첩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응답자의 60%는 IaaS로의 전환으로 배포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혁신과�민첩성에

필수적인�IaaS
업종과 국적에 무관하게, 모든 기업은 혁신을 추진하고 

파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3

2

IaaS의 전체 이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되는 것을 경험한 IaaS 선도 기업들은 최근 이를 도입한 기업들 대비 비용을 도전과제로 간주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또한 이들 중 2/3 (67%)가 IaaS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도입 기업들은 보안에 관해서도 보다 큰 확신을 보여주었는데, IaaS가 보안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열 중 여섯 명의 응답자는 (58%) IaaS가 기업 아키텍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47%) 정도의 기업이 IaaS가 시스템 가용성과 구동시간을 향상시켰다고 답변했으며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전체 인프라  

속도가 빨라졌음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IaaS를 활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능 향상의 폭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초기에 도입한 기업들이 최근

에 IaaS를 도입한 기업들보다 IaaS의 이점을 더 크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6% 대 45%의 응답자가 가용성과 구동시간 향상을, 52% 대 

47%가 속도 향상을 꼽았습니다.

도입의�수월함

지금까지 기업이 IaaS 도입에 있어서 직면한 두 가지 어려

움은 비용과 데이터 보안입니다. 이제, 기업은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수월하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향상에

주효한�IaaS
I a aS를 전체 I T  인프라의 초석으로 

삼은 기업은 시스템 성능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5

4

연구 결과, 44%의 기업이 전체 또는 대부분의 인프라를 향후 3년 내에 IaaS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 77%의 기업이 동일 기간 동안 일정 수준 IaaS의 사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이 제시한 길을 나머지 기업이 바짝 따라잡고 있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cloud.oracle.com/ko_KR/iaas에서 확인하세요.

2012년 이전에 IaaS 통합을 시작한 선구자의 54%가 복잡성 증가를 우려하는 동료의 저항에 직면했다면, 지난해 IaaS를 도입한 응답자 

중 43%만이 이러한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기술 변화 (54% 대 47%) 및 통제권의 결여 (52% 대 46%)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일련의 공급업체가 더 우수한 솔루션을 선보임에 따라 임원들은 이제 IaaS의 유연성과 호환성 증가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IaaS 도입의
적기

본 설문조사 결과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IaaS

의 장애물이 낮아지고 있고 IaaS의 이점이 보다 명백해지는 것

입니다. 점점 더 수준 높은 솔루션이 등장함에 따라 기업이 IaaS

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항의�축소
과거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려는 

임원은 동료들의 저항에 부딪히곤 했습니

다. 복잡성, 진부화, 통제권의 결여 등의  

우려사항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두려움

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cloud.oracle.com/ko_KR/i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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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어답터의

성공에서�배우는�

교훈

YOU
& IaaS

1,600명의 고위급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IaaS 도입을 둘러싼 이점과 오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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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정상으로  

등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서비스형 

인프라(IaaS)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IT 리더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직접 IaaS를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

그레이션 하면서 한때 필수라고  여겼던 온-프레미스 아키텍처를 버리

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   기업 4곳 중 3곳은 3년 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입니다.

›   10명 중 6명은 IaaS가 기업의 혁신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

니다. 

›   조직 중 절반 가량이 IaaS가 주요 성과 지표를 향상한다고 말합니다. 

›   많은 초기 도입 기업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부정적인 선입견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  숙련된 사용자 3명 중 2명은 IaaS로 비용을 현저히 절감했다고 말합니

다. 유사한 비율의 응답자는 마이그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수월했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IaaS의 도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부

는 동료들로 인하여 IaaS로의 전환이 가로막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 IaaS가 약속하는 이점에 대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 그리고 IaaS에 대하여 아직 남아있는 선입견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당사는 IaaS 도입의 각 단계에 있는 1,600명의 

고위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도표1).

8%

14%

18%
59%

도표 1: 조사 응답자의 IaaS 도입 프로필

정립된 사용자 (1-5년 전 도입)

숙련된 사용자 (5년 전 도입)

미사용자

최근 사용자 (IaaS를 지난 해에 도입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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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에 위치한 IaaS

지난 수년 간, 선구자들은 후발 주자가 따를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전과제와 내부의 장애물에 맞닥

트리기도 했으나 이를 극복하며 성능, 민첩성, 혁신을 위한 기

회를 달성했습니다. 시장에 선보인 솔루션의 성숙도가 높아

짐에 따라 기업은 자신 있게 IaaS를 전사적인 IT 전략의 초석으

로 삼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44%가 전체 또는 대부분의  

인프라를 향후 3년 내에 IaaS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7%의 기업이 동일 기간 동안 일정 수준 IaaS의 사용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IaaS의 이점 정의

경쟁 우위

거의 10명 중 6명 (59%)의 IT 전문가는 IaaS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IaaS에 투자하는 기업보다 낙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비슷한 비율 (61%)의 응답자는 전사적 IaaS가 진보적인 클

라우드 전략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능 향상

IaaS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용성, 가동 시간 및 속도를 제공한

다고 믿는 기업이 약 절반의 기업 (47%)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

업이 IaaS를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IaaS에 대한 만족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또는 이전에 IaaS로의 통합을 시작한 숙련된 사용자는 

최근 사용자보다 IaaS의 이점을 신뢰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

니다 (도표2).

52% 56%

51% 49%

47% 45%

25% 29%

도표 2: 시간 경과에 따른 IaaS의 긍정적 평가

IaaS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제공한다

숙련된 사용자 정립된 사용자 최근 사용자 미사용자

IaaS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용성과 가동시간을 제공한다



혁신 그리고 민첩성

조직은 IaaS를 사용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심지어 시장 파괴를 꾀합

니다. 10명 중 약 6명(62%)의 응답자는 IaaS로 인하여 기업의 혁신이 보다 수

월해지며 이는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노력이 개발과 실험으로 방향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장기 사용자 사이에서 보다 증가

하여, 68%가 IaaS의 혁신적인 이점을 믿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율(60%)의 응

답자는 IaaS로의 전환으로 배포 시간이 대폭단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10명 중 약 6명(62%)의 응답자는 IaaS로 인하여 기업의 

혁신이 보다 수월해지며 이는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노

력을 R&D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으로 밝혔

습니다.



2. 장애물, 도전과제,

극복할 과제

도전적 선입견

모든 새로운 기술, 특히 기존의 업무 방식을 파괴하는 기술은 

우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약속을 구현하고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또는 비즈니스를 새로운 복잡성

이나 위험에 노출시킬까요? IaaS를 통해 다른 조직이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인식한 미래 지향적 IT 관리자는 눈에 ‘보이

는’ 인프라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고위급 동료에 게 어떻게 

IaaS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응답자의 47%는 IaaS에 대한 동료의 선입견이 조직 내 IaaS  

도입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4 가지 도전적 태도

 IT 전문가의 IaaS 도입 노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보안을 우려하는 동료입니다 (도표 3). 

우리는 또한 기술의 노후화, 복잡성 증대, 통제권 상실이라는 

우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표 3: 기업이 IaaS에 대하여 겪는 부정적 태도  

IaaS는 대부분의 

중요 데이터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

기술이 변화하면 

우리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된다.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으로 

새로운 복잡성이 발생할 

것이다.

IaaS로의 전환은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의미한다.

50% 49% 48% 47%



57% 39%

48%
37%

52% 46%

46%
22%

사고의 전환

좋은 소식은 이러한 태도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최근 IaaS를 도입한 사용자는 동료의 도전을 겪을 가

능성이 적은데, 이는 경영진이 IaaS를 생각보다 더 안전하고 

유연하며 호환성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얼리 어답터에게 제공되지 않은 보다  

정교한 솔루션이 최근 사용자에게 제공된 것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사용자의 54%는 IaaS 복잡성을 제기하는 동료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지만 최근 사용자의 43%만이 이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이 네 가지 주요 도전적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 4).

도표 4: 최근 사용자에게서 보이는 부정적 태도의 감소

IaaS는 대부분의 중요 데이터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으로 새로운 복잡성이

발생할 것이다.

기술이 변화하면 우리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된다.

IaaS로의 전환은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의미한다.

52% 54%

54% 52%

51% 49%

50% 49%

49% 43%

47% 46%

41% 39%

36% 33%

숙련된 사용자 정립된 사용자 최근 사용자 미사용자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태도

규모에 따른 태도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존재하는 장애물을 바라볼 때 IaaS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결과 세계적으로 대기업일수록 IaaS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가

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대기업 (매출 50억 달러 이

상)의 55%는 동료에게서 “방해자”적인 태도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중견기업 (매출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의 42%와 대비됩니다. 

도표 5: 기업 규모에 따른 도전적 태도

55%

50%

52%

42%

50억 달러 이상

10억 ~ 50억 달러

5억 달러 ~ 10억 달러

1억 달러 ~ 5억 달러



지리적 차이

연구 결과 APAC 국가 간에도 명확한 대조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명 중 6명(62%) 

이상의 인도인 응답자가 전반적인 도전적 태도가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답한 반면, 말레

이시아 응답자 중 41%만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기업이 겪은 4가지 장애물에서도 일관되게 보이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은 IaaS에 보다 개방적이었으며  

보안, 기술 변화, 복잡성, 통제권의 상실에 대하여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6: 전반적인 도전적 태도가 IaaS 도입에 강력한 장애물이다

도표 7: 국가 별 특정 태도

41%
인도 호주

IaaS는 대부분의 중요 데이터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으로 새로운 복잡성이 발생할

것이다.

기술이 변화하면 우리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된다.

IaaS로의 전환은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52%62% 43%59%

인도

61%

63%

57%

62%

48%

44%

44%

41%

58%

59%

64%

61%

59%

62%

49%

40%

44%

39%

58%

48%

호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2가지 주요 도입 이슈

IaaS의 도입을 시작하는 기업은 도전적 태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

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가 언제나 정당한 것일까요? 기업이 마이

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한 후 직면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

며, 이러한 문제는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로 인하

여 변화할까요? 설문 참가자에게 자신이 극복해야 했던 IaaS 이슈

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이들은 비용과 데이터 보안을 우선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도표 8: 기업이 직면한 2가지 주요 IaaS 이슈

26%
데이터 보안 이슈

28%
비용 초과



비용의 양면

비용 관련 우려는 주로 기업이 얼마나 오래 IaaS를 사용해 왔는

가에 달려 있어서, 숙련된 사용자는 비용이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표 9). 이 그룹의 2/3 (67%)는 IaaS

가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고 말하여, 동일 답

변을 보인 전체 사용자의 57%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하여 비용 초과가 IaaS 선구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숙련된 사용자 중 상당수(45%)는 IaaS로 

인해 장기간 절감된 비용보다 궁극적으로 초기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클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동일 답변을 보인 최근 사용자

의 비율 (34%)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

니다. 첫째, 많은 숙련된 사용자는 시간이 경과하고 기술의 더 

많은 이점이 실현됨에 따라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일련의 신생 공급 업체들이 더 나은 최적

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에 따라 IaaS의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감

소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이점

비용 초과는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것

으로 보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IaaS 도입 시 예상치 못한 비용 초과의 어려움을 겪

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이는 IaaS가 대규모의 환경

에 보다 적합하며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피해”가 거

의 없는 최대 규모의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을 지

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표 10: 기업 규모에 따른 비용 초과

도표 9: 비용 초과가 이슈라고 응답한 비율

37%

28%

33%

30%

29%

28%

17%

50억 달러 이상

최근 사용자

정립된 사용자

숙련된 사용자

10억 ~ 50억 달러

5억 달러 ~ 10억 달러

1억 달러 ~ 5억 달러



 
 

  

 

데이터 보안: 위협인가
베스트 프랙티스인가?

정보 보안은 대부분의 현대 기업의 이사회 안건으로써, 일부 경영

진이 IaaS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보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 IaaS 사용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 기술은 궁

극적으로 보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기업이 IaaS로의 전환을 더 빨리 시작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록, 데

이터 보안을 문제라고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도표 11).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기업은 IaaS를 오히려 보안 위협이 아닌 촉매제(enabler)

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사용자 10명 중 약 6명(58%)은 

IaaS를 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위한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로 손꼽

았습니다. (도표 12)

도표 11: 데이터 보안이 이슈였다고 응답한 비율

34% 30% 29%

최근 사용자

정립된 사용자

숙련된 사용자



 
 

  

 

설문조사의 APAC 지역 응답자 중에서도 이와 같은 IaaS에 대한 

인식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인도 기업의 다수 (58%)가 IaaS

의 보안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반면 대한민국 기업의 1/3만이 

동일한 답변을 보였습니다.

도표 12: IaaS가 보안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응답한 비율

도표 13: IaaS가 보안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한다고 믿는 사용자의 국가별 비율

58%
49%

40%

58%

40%

35%

46%

48%

24%

숙련된 사용자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최근 사용자

정립된 사용자 미사용자



인재 격차를 좁히기

IaaS 도입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며 IT 팀 내에서도 추가  

교육이나 리소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 온-프레미스 아키텍처에 익숙한 IT팀이 IaaS 도입을 가로막

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49%의 응답자에 있어서 핵심 기술과 

경험의 부족은 맞춤형 IaaS 솔루션이 해결할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술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숙련된 사용자 중 58%는 준비도가 낮은 

IT 팀이 IaaS를 방해했다고 말하지만 최근 사용자의 44%만이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필요한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데, 

이는 IaaS로 인한 유지 보수 비용 경감 덕분에 가능해질 수 있

습니다.

APAC 전역에서
클라우드 스킬에 대한 견해

설문조사의 APAC 응답자 중 대한민국 응답자가 IaaS 구축에 

필요한 기능 구축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말레이

시아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말레이시아 응답자가 밝힌 IaaS 

도입에 대한 내부 장벽이 가장 낮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흥미

로운 결과입니다. 즉, 말레이시아 경영진이 대체적으로 IaaS의 

가치를 이해하고 도입에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는 있지만 동시

에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표 14: 내부 IT 팀에서 스킬 격차를 경험한 

사용자의 국가 별 비율

24%

25%

12%

27%

21%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대한민국

인도



맺음말: 진화하는 IaaS 기술 환경

연구 결과 IaaS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비즈니스 기술 환경에서 IaaS의 

위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려와 선입견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이는 기업이 IaaS 

기술을 도입하고 이로 인한 이점을 직접 경험함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반적으로 IaaS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도입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로 거의 2/3(64%)의 숙

련된 사용자는 마이그레이션이 예상보다 수월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기업이 이제 

막 시장에 선보이는 우수한 IaaS 솔루션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양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도표 15: IaaS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수월했다는 응답자의 비율

64% 59% 53%
숙련된 사용자 정립된 사용자 최근 사용자

추가 정보

초보자 가이드를 읽고 여러분의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You & IaaS를 통해 클라우드 이전 시 비용 절감 방

법을 탐색하세요.

클라우드로 가는 보다 명확한  

경로를 찾아보세요.

cloud.oracle.com/ko_KR/iaas

cloud.oracle.com/ko_KR/i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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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스마트한�고객�경험을�
위한�5대�필수�요소�
더 나은 고객 경험의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을 채택하는 선도 기업

Monica Meh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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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퍼센트의 기업은 IT시스템의 현대화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사용 등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 CX) 개선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포레스터에 따르면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성

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포레스터가 추적한 기업 전반에서 CX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업계 평균 점수 역

시 오르는 추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고객 경험은 더 높은 매출을 가져온다. 

인공지능은 CX 관리 영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는 끊임 없이 개인화되고 즉각적인 고객 경험

을 기대하는 오늘날에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도적 기업이 채택하는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오

라클 CX 에반젤리스트인 Des Cahill은 “사실, CX는 이제 단지 고객 경험(Experience)이 아닌 고객 기대

(Expectation)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보다 우수하고 스마트한 고객 경험을 위하여 선도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욱 스마트한 CX

를 위한 5대 필수 요소를 살펴보자.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CX 영역에서 현재 가장 돋보이는 화두이다. 그러나 사실상 오래전부터 기업에서는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사용해 온 제품 추천이나 기회 평가(scoring)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

을 사용해왔다. 최근의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고객 경험에서 인공지능에 기반

을 둔 디바이스와 상호작용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설문에서는 34%만이 직접 인공지

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범주는 훨씬 광범위해졌고 이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모바일 기술의 빠른 진전에 기인한다. 

가상의 음성인식 가정용 비서는 TV를 켜거나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 챗봇은 판매 및 고객 서비스의 상당 부분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추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복수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여 적시에

(right moment) 적절한 오퍼를 제안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상호작용의 최적화입니다”라고 Cahill은 말한다. “전사에 흩어진 고객 데이터를 연결하

고 고객이 온라인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귀담아 들음으로써 고객에 대한 훨씬 심오한 상황에 대해 맥락적 이해

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충성 고객에게 할인 등 최적의 오퍼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구매 이력이나 외부의 

관심사 또는 SNS 활동에 기반한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Cahill은 기술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더 새로운 고객 경험이 탄생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고객의 기대치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도 기업이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험을 탄생시킴에 따라, 고객들은 이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머지 기업도 혁신해야 한다. 이는 IT의 소비자화라는 동향과 유사성

을 지닌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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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수많은 업계에 혁명을 촉발한 유비쿼터스 센서는 고객 경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은 온도, 조명, 공기질의 제어로 매장 내 물리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IoT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문제를 감지하고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배포함으

로써 서비스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업은 센서를 통해 더 행복한 고객

을 만들기 위하여 혁신하는 중이다. 

“IoT는 현재 고객 경험 영역에서 급부상하는 기술입니다”라고 Cahill은 밝힌다. “선도 기업에서 IoT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제품 사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 (하루 중 사용 시간, 사용 기간, 제품 수 등)를 얻게 되었으며 이

로써 정보에 기반한 판매, 마케팅, 서비스 경험의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IoT는 제품의 자율 등록, 선제적인 서

비스 콜, 유지보수 주기의 단축, 우수한 제품 설계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IT의 계몽

고객 경험의 향상을 가져오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의 이점을 누리기 위하여  

기업의 여러 부문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과 쉽게 통합이 불가능한 노후 

IT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혁신과 새로운 매출원의 

도입이 불가능해진다. 

“영업과 마케팅 부문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 및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은 개별 비즈니스 부문이 아닌 전사적으로 IT를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라고 

Cahill은 말한다. “따라서 이제는 IT 계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선도적 기업은 CIO를 IT 대화에 다시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이 없다면, 기업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정은 종종 여러 단계를 수반한다고 Cahill은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 IT 환경은 여전히 하이브리드형이어

서 특정 시스템은 온-프레미스로, 기타 시스템은 클라우드에서 포인트 솔루션으로 존재합니다. IT 환경과 고

객 데이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고객 경험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변혁

비즈니스 데이터의 사일로(silo)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기업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

화하고, IT 복잡성을 단순화하며, 혁신을 추진하고, 비즈니스적 결과를 구현하는 비즈니스 변혁

을 단행해야 합니다”라고 Cahill은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무료 상담전화를 이용할 때, 상담원이 고객

에 대한 360도 가시성을 얻을 수 있다면, 고객이 이제 막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빠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업 및 서비스 부서의 고객 시스템이 서로 단절되어 있

다면, 이러한 연결된 고객 경험은 불가능한 일이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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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영업, 마케팅, 

서비스 부서가 모든 고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고객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

고 Cahill은 설명한다. “기업은 이제 고객에게 고객의 이력과 상황 맥락에 맞는 적절한 오퍼, 행동, 추천, 서비

스,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IT의 현대화가 전부는 아니다. 업무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단절(예- 내가 영업 부서 소속인데 왜 

서비스 부서를 신경 써야 하지?)을 제거하거나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문

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상담원 평가 기준이 고객이 얼마나 빠르게 전화를 끊게 유도하는가인가요 아니

면 통화 후 고객 만족도인가요? 비용 통제와 고객 만족 및 유지의 균형은 어때야 할까요?”라고 Cahill은 반문

한다. “기업은 올바른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필요로 합니다.”

옴니채널(Omnichannel)에서 마이채널(MyChannel)로

오늘날 고객 경험의 황금률은 고객에게 기업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예를 

들어, 전화, 웹사이트, 매장,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이며 이러한 채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연결

하여 부서에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옴니채널” 고객 경험 딜리버리이다.

그러나 이제 선도 기업은 “My Channel” 접근법으로 옴니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SNS보다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WhatsApp)과 같은 소셜 메시징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Cahill은 설명한

다. 즉, 기업은 이제 소셜 메시징 앱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채널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고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셜 메시징 앱과 같이 고객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고객

과 상호작용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Cahill은 강조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제품을 주문하거나, 기술 문제를 해결할까? 기업은 이제 이런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Modern Customer Experience

2017년 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Oracle Modern Customer Experience에서 Cahill은 위의 내용을 청중

에게 설파하며 “권한을 지닌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툴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Cahill은 “고객이 정의하는 CX의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구매 주문부터 제품의 수리 신청까지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사용이 쉽고, 효율적이며, 반응형의 지능적인 시스템을 기대하게 마련입니다”라고 말하며 “다행인 것

은, 시장이 빠르게 혁신하고 있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옵션이 많다는 것이지요”라고 덧붙인다.

05

Monica Mehta는 Profit 매거진의 기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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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이�광고의��
구세주가�될�수�있는�이유�
Daryn Mason, Senior Director, Solution Consulting @CxDar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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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공지능이 소비자와 브랜드 양쪽을 위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탄생시켰을까?

광고주들이 장벽에 부딪혔다.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서 받을 수 있는 광고를 통제하고자 함에  

따라 ‘광고 차단 프로그램(Ad Blocker)’의 사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eMarketer는 미국 인터넷 사

용자의 1/4 이상이 2016년 말까지 광고 차단 프로그램를 사용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고 메시지를 무차별적인 광고 공격으로 달갑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광고의 차단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에게 관련 있는(relevant) 광고만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인터넷 광고국(Internet Advertising Bureau, IAB)은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수신하기 위하여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종료할 의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머신 러닝이 광고주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줄 수 있는 기술일지도 모른다. 일련의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광고주는 개별 고객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고객이 가장 선호할만한 브랜드, 상품, 서비

스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

확실히 오늘날의 온라인 마케팅은 과거에 비해 개인화되었다.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광고의 사용은 

고객의 온라인 활동과 구매 습관에 기반하여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발전이나 고객은 

여전히 다량의 광고 메시지에 압도된다고 느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유연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스타트업

인 Oriel의 CEO인 Aiden Joyce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 기술은 기본적으로 수준 낮은 광고와 수준 높은 광고

를 구별하지 못하는 예리하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평가한다. 

일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제한된 수준의 통제를 제공하기도 한다. AdBlock Plus는 사용자가 생성한 기준을 

충족하기로 동의한 광고주와 매체를 화이트리스트(whitelist)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디지털 두뇌 싸움

여러 기업의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은 우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되어왔다. 

페이스북은 AdBlock Plus에 대항하기 위한 우회기술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데스크톱 광고 매출이 18% 신장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출판 업계에서도 인기를 끌어, 뉴욕타임스나 가디언 등 주류 언론에서는 광고 매출을 보

호하기 위하여 광고 차단기 우회 솔루션을 시작하였다. 

현재 발생하는 이 현상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과 우회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상대방보다 더욱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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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해지고자 하는 두뇌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도는 더 나은 콘텐츠 생산에 득이 되지 않으며 미래에 지

속 가능한 방식도 아니다. 

머신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머신 러닝은 소비자가 콘텐츠를 관리하고 브랜드가 콘텐츠를 배포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기술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양자택일 방식의 분류 프로그램에서 각 고객의 니즈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광고만 검열

하는 지능형 ‘콘텐츠 차단기’로 전환시켜준다. 

구글이 검색 이력에 기반하여 검색어를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고 차단 프로그램는 점차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브랜드의 메시지를 조율할 것이다. 또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들 프로그램 역시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축적하여 정확도를 꾸준히 높여갈 것이다. 

인공지능의 사용은 기업과 고객 양 측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2020년이 되면 물량 기반 마케팅은 보다 

정교하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마케팅과 세일즈의 합치

마케팅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가망 고객이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때나 

이미 브랜드의 영업팀과 대화를 시작한 후에 광고 메시지를 과다 노출하는 것은 고객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리

스크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과 영업 부서에서 고객 활동을 할 때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서비스 대상 고객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로부터 추가 대역폭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신생 모바일 소프트

웨어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 회사에서 이미 여러 벤더를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다면, 프로그래매틱 광고 

접근법에서는 이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타겟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 기업이 

영업팀과 접촉한 상태라면 계속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격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될 뿐이다. 

효과적인 광고를 위한 비결은 관련성과 시기이며, 사람들이 점점 똑똑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선택함에 따라, 

브랜드에서는 적절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 전달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

는 기업은 고객과 가망고객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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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리더,

오라클 클라우드
내 IT환경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구축, 오라클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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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화하는 

클라우드 트렌드와 그 전망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

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기업의 85%는 

2018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이용

2019년, 43%의 

IoT 데이터는

엣지(Edge) 단에서 처리됨

2020년, 포춘 500대 기업의 80%는

산업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것

2020년까지 상위 5개의 클라우드

벤더가 75% 이상을 공급할 것

75%의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을 앱개발에 

활용
2020년, 클라우드는 

확실히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며,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 위협 분석, 블록체인

과 컴플라이언스가 이를 

가능케 할 것

60%의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클라우드에 활발히 참여하게 될 것
산업 특화

인공지능

높은 신뢰성

벤더 집중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

분산

  

  

  

  

  

  

  

신속한 구축과 빠른 투자회수

담당 전문가의 사전 대응적 운영으로 인한

관리 용이성 극대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액세스

보안 및 정보자산 보호 강화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더욱 지능적이며  

솔루션과 워크로드에 보다 특화된 형태로 진화할 것

IaaS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데이터와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

2020년까지 연평균 21.5% 성장할 클라우드

Source: IDC 2016

클라우드, 전 세계적인 트렌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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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any” 오라클 클라우드

세계 최대의 IT Company 중 하나인 오라클은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Cloud Company”로
변신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오라클을 클라우드 시장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 ~ 2017 벤더별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Source: Forrester Research Jim Sergent, USA TODAY

세계적 연구기관 Report

오라클, 기업용 SaaS 애플리케이션 매출 세계 1위
– IDC 2015,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조사 –

가트너, 오라클을 기업용 PaaS 시장의 리더로 포지셔닝
– Gartner –

     Oracle announced that it has been named a leader in Gartner's 2017 “Magic Quadrant for Enterprise Integration Platform 

as  a Service”

      “By successfully delivering a comprehensive iPaaS offering that provides an easy way to integrate any type of 

application,  data, device and system, Oracle has given customers a powerful option to meet their ever evolving 

integration needs.”

www.oracle.com/corporate/pressrelease/oracle-gartner-magic-quadrant-ipaas-040717.html

www.oracle.com/corporate/pressrelease/oracle-gartner-magic-quadrant-ipaas-040717.html


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언론에서 본 오라클

오라클, 클라우드 매출 폭발적 성장세 지속
– Forbes, 2017년 3월 –

     클라우드 매출 62% 성장, 기대치 상회하는 수준

     SaaS와 PaaS 매출이 성장 견인.. 시장에서 경쟁사에 존재감 과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이 빠르게 클라우드 매출로 전환

www.forbes.com/sites/laurengensler/2017/03/15/oracle-third-quarter-earnings-2/#25fdbfb114b6

NH투자증권은 왜 오라클 클라우드로 HPC를 구축했을까
– 디지털데일리, 2017년 4월 –

     클라우드에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한 사례로 주목

     파생상품 검증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HPC)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첫 사례

     기술검증(PoC) 진행 후 성능, 가용성, 금융기업에 대한 이해도, 지원능력, 엔지니어 역량, 가격 경쟁력 등 다각도로 분석 후  

오라클로 결정

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4731

“온프레미스-퍼블릭 클라우드 아우르는 건 오라클뿐”
– 아이티데일리, 2017년 2월 –

     오라클의 전 세계 29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는 물론,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제공

    기존 레거시(Leagcy)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일한 파트너

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2170

“아마존 독주 끝났다. 품질·보안·가격, 우리가 한수 위”
... 오라클 '클라우드 大戰' 선전포고

– 서울경제, 2016년 9월 –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행사인 오라클 오픈월드 2016에서 오라클 창업자 겸 CTO 래리 앨리슨, 아마존에 선전포고…

‘클라우드 빅4’ 도약 자신감

     경쟁사 대비 저렴하지만 보안성이 뛰어난 고품질 2세대 클라우드 제공, AWS 대비 코어, D램, SSD 성능은 2~4.5배

향상, 비용은 1.2배 저렴

     SaaS, PaaS, IaaS가 완벽하게 통합된 클라우드 제공

www.sedaily.com/NewsView/1L1H8W37W1

www.forbes.com/sites/laurengensler/2017/03/15/oracle-third-quarter-earnings-2/#25fdbfb114b6
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4731
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2170
www.sedaily.com/NewsView/1L1H8W37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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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파트너, 오라클

실제 비즈니스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오라클 클라우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새롭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툴이 오라클의 완전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보완하다”

- John Soat, Oracle Contents Center 소속 수석 집필자

오라클은 IaaS, PaaS, SaaS의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인상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라클 오픈월드 기조 연설에서 오라클 제품 개발 총괄 사장 토마스 쿠리안은 “우리는 정말로 바쁜 일 년을 

보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쿠리안 사장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객이 실제로 접하는 비즈니스 과제 해

결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며, 성능, 이동성, 단순성의 강력한 조합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

서나 브라우저만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놀라운 제품 혁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라도 브라우저만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놀라운 제품 혁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homas Kurian, President, Oracle Product Development-

오라클은 IaaS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웍 등 기존 IaaS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

Cloud Machine, 컨테이너 서비스, 베어메탈 서비스 등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Platform as a Service

Software as a Service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영역에서 오라클의 온라인 툴셋을 확장하며 새로

운 PaaS 기능을 다수 추가했습니다. 또한, 오라클 SQL을 사용해 하둡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라클 빅데이터 클

라우드 서비스(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데이터 분석 입문자를 위해 스프레드시트와 브라우저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라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Data Visualization Cloud Service) 등 새로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선보이며 ‘매우 

간단한 플랫폼’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전사적 성과관리(EPM), 인적자원관리(HCM), 고객 경험(CX) 등 비즈니스 전 영역에 대한 클라우드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TCO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신속성을 지향하는 SaaS

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완전한 서비스 스위트를 제공합니다.

DATA 

MANAGEMENT

IT OPERATIONS

MANAGEMENT

IDENTITY

MANAGEMENT

CONTENT &

PROCESS

BUSINESS

ANALYTICS

MOBILE

INTEGRATION

APPLICATION

DEVELOPMENT



가장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파트너, 오라클

오라클 클라우드, 무엇이 다른가

오라클 클라우드의 여섯 가지 특징

  IaaS, PaaS, SaaS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통합

  오라클 기술 근간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복잡성 감소

 IT 운영/개발자 및 현업 사용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방형 표준 기반 플랫폼

  모든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언어, 오픈 소스, OS 플랫폼, 데이터 유형의 지원

  고객과 파트너 모두가 손쉽게 확장 개발 가능

  IaaS, PaaS, SaaS 모든 계층의 완벽한 통합

  데이터센터의 물리적/논리적 접근 제어

  저장 중, 사용 중인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권한 제어에 따른 접근 관리 및 앱 접속 관리

  민감한 데이터의 마스킹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Cloud at Customer 등 모든 옵션

  기존 IT환경과 기술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운영, 개발, 통합 및 확장 등 기존 IT인프라 이관 및 적용 용이

저비용

가장 적은 구매비용으로

총소유비용(TCO) 절감

표준화

SQL, Hadoop, NoSQL, Java,
Ruby.js, Linux, Docker 등 업계 표준 준수

신뢰성

무중단 운영(Fault tolerant -
No single point of failure)

상호호환성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의

용이한 통합과 연동 지원

고성능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애널리틱스 제공

보안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항상 방어하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

완전성

개방형

보안

선택권

Complete

Open

Secure

Choice



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내 데이터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하기

Oracle Cloud Machine
고객사 방화벽 내에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IaaS를 위치시키고, 필요에 따라 JCS, ICS, DBCS와 

같은 PaaS를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data Cloud Machine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의 Exadata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사 방화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ig Data Cloud Machine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의 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사 방화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머신 서비스 패밀리가 제공됩니다. 고객은 오라클 클라우드 IaaS와 원

하는 PaaS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Cloud at Customer

고객 데이터센터 내 오라클 클라우드 제공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만 이용 

Customer
Data Center

FIREWALL Public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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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패밀리

기업고객을 위한 클라우드의 모든 것 - PaaS & IaaS 솔루션

Data Management

Compute

Ravello

Network

Storage

Bare Metal

Cloud Machine Container



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Management

Security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Content &
Experience

Application
Development

Business Analytics

Integration

IaaS, PaaS, SaaS 등 클라우드 전 영역에 걸친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벤더



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패밀리

모든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SaaS 솔루션

Web

Mobile

Social
Portal Help Desk

Workflow
Employee 
Network

Analytics

ERP 
Cloud

HCM 
Cloud

CX 
Cloud

최상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완벽한 포트폴리오

모듈별 혹은 전체 스위트형태로

구축 가능한 옵션 제공

개방되고 표준화된 방식의

확장 및 통합

본격적인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사용자 관점에서 웹, 모바일, 소셜, 포털 등의 다양

한 접근 환경을 제공하고, 공통적인 기반으로서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포털 및 콘텐츠 툴, BI툴, 

시스템 연동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상에서 ERP Cloud, CX Cloud, HCM Cloud 등의 3개 영역에서 50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가장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의 제공, 모듈기반(Modular) 

또는 전 스위트(Suite) 방식의 다양한 배포 옵션, 확장과 통합을 위한 개방형 표준 기반의 기술을 특징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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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IaaS, 즉시 구현되는 완벽한 IT 인프라

신속한 전환·원활한 통합·완벽한 구현

기업들이 기존의 IT인프라로는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l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2015년 CIO 설문에서 83%의 CIO들은 현재 laaS를 인프라 옵션 중 하

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racle Cloud 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탄력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IaaS에 대한 오라클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IT목표를 

달성하고 인프라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프라

단순한 마이그레이션

스토리지
  Elastic Storage

  Archive Storage

  Shared File Storage

마이그레이션 시간 및 복잡성 감소

오라클 및 비 오라클 기술 모두 마이그레이션

컴퓨트
  Elastic Compute

  Dedicated Compute

네트워크
  VPN

  VPN for Dedicated Compute

  Fast Connect

29%의

CIO들은 이미 laaS를 자사의 기본 인프라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패밀리

 

 

  

 

    

    

      

 
  
    

 

  
  

  

 

 

  

 

    

    

      

 
  
    

 

  
  

  

시장 출시 시간 단축

통합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보다 손쉽게
성능 요구 충족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실행 단순화

잠재적인 보안 이슈의 
획기적인 감소

비용 절감 기민성 증대

유연성 및 다기능성

원활한 통합

예측 가능한 성능 및 보안

결론

38.4% 성장률로 224억 달러 규모 형성
2016년 laaS의 전 세계 지출 규모 예상

Oracle Cloud Infrastructure는 온 디맨드 방식의 환경 액세스, 원하는 모든 OS 및 하이퍼바이저 선택권, 

그리고 탄력적인 용량 확장 등을 제공합니다.

Oracle Cloud Infrastructure는 Oracle Cloud Platform as a Service(PaaS) 및 Software as a Service(SaaS)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Oracle Cloud Infrastructure는 필요 시 완벽한 네트워크 격리를 실행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Oracle Cloud Infrastructure는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작업 부하를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통합 서브스크립션 기반 인프라 서비스 세트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망설이지 마십시오

국내외 무수한 기업들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통해 오라클 클라우드의 우수성과 높은 만족도를 직접 살펴보십시오.

서비스

제조

ADT 캡스,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영업 가시성 확대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기존 온프레미스 대비 영업 파이프라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갖추게 되어 영업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경영층 및 관리자와 영업 코칭과 협업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박병진 상무이사, 전략사업실장, ADT Caps

넥센타이어,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고객 서비스 개선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및 오라클 PaaS로 글로벌 영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영업 활동에 대한 실시

간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ERP 시스템과의 매끄러운 통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대폭 향상했다.

조은아이앤에스, 오라클 IaaS 활용해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오라클 IaaS를 기반으로 조은아이앤에스의 주력 제품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블루엑스레이’를 고객에게  

클라우드 버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했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는 타 벤더에 비해 가장 높은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주효했다.

한솔로지스틱스,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영업 프로세스 혁신 및 영업 가시성 확보

타사 솔루션들과 비교해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는 영업 정보 자산화, 수주실적 예측도 향상 및 높은 영업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영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주요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높

은 편의성으로 영업사원들의 활용률과 호응이 아주 높다.

현명진, CRM팀 팀장, 넥센타이어주식회사

송경택, 부설연구소 소장 겸 상무이사, 조은아이앤에스

박영주, 마케팅팀 팀장, 한솔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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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두산중공업, 오라클 통해 모빌리티 강화, 업무 생산성 제고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MCS) 덕분에 업무 현장에서의 모빌리티를 강화하고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

해져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양희문, Process Innovation팀 차장, 두산중공업

제조

제조 포이시스, 오라클 IaaS 통해 비용 절감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

해외 소비자 금융 시스템 확산에 따른 초기 인프라 구성비용 절감이 필요했다. 오라클 IaaS 도입을 통해 새로

운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정안 차장, 포이시스

금융

JK 성형외과,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 온라인 고객 서비스 확장

오라클 서비스 클라우드의 도입으로 해외 고객들의 상담 기록을 관리하며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JK 성형외과의 상담실장들은 고객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도 전화나 이메일, SNS 응

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하였다.

성진, 마케팅팀 팀장, JK 성형외과

의료

홈앤쇼핑,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통해 운영 효율성 강화

홈앤쇼핑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빠르고 쉽게 전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

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 관리를 단순화하고 운영 효율성 또한 강화시켰으며, IT팀은 일상적인 일 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용윤희, IT-infra팀 팀장, 홈앤쇼핑

유통

부산대학교,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모바일 앱 개발 교육으로  

실무 경쟁력 갖춘 인력 양성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해 학생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산대학교는 모바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수업과정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용적인 모바

일 서비스 개발 기술들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유영환,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공학박사, 부산대학교

학교 / 공공

클라우드,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두드림시스템, 오라클 PaaS 활용해 전자도서관 시스템 효과 4배 향상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오라클 PaaS(Platform as a Service)로 마이 그레이션함에  

따라 4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효과는 물론 서비스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했다. 여러 고객 사이트

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 지원을 마련하게 됐다.

이태석, 대표이사 CEO, 두드림시스템

씨디네트웍스, 클라우드 기반의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사 평가 

효율성 제고 및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능 개발과 관리를 위한 비전 확립

씨디네트웍스는 오라클 탈레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국내 및 해외 법인을 아우르는 단일화된 인사평가 및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씨디

네트웍스는 새로운 인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직원들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가

능하게 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순한 인사 평가를 넘어서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능 개발과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위한 HR 인프라로 개발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태석, 대표이사 CEO, 두드림시스템

인터넷 / IT서비스 피키캐스트, 오라클 클라우드 IaaS 통해 유지 보관 비용 98% 절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10배 더 저렴한 업계 가장 효율적인 비용 체계를 

갖추고 있어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아카이브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다. 오라클 클라우드 덕에 안정적이

면서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아카이빙을 구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관 비용을 98% 절감하고, 글로

벌 서비스 확대 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강지훈, 데이터사이언스랩, 피키캐스트

굿어스, 유연한 PaaS 기반으로 비용 절감, 빠른 IT솔루션 개발 및 

다양한 고객요구 반영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대신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Public Cloud Services)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액세스하고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게 되었다. 이

를 통해 고객 니즈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전상현 부사장, 굿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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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을 버려라”
확장성과 경제성을 장착한  
유닉스의 반격

유닉스의 반격이 시작된다. X86 서버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던 유닉스 서버는 국내 서버 시장에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력한 성능과 안정성, 보안을 장점으로 하는 유닉스 서버가 확장성과 경제성을 장착

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오라클의 SPARC M12는 소프트웨어온칩 기술을 통해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지만, 가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해졌다. 유닉스 서버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고 확

장성과 경제성을 추가한 유닉스 서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경 부장 

(한국오라클 시스템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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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6의 출현 이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유닉스를 포함한 레거시 시스템이 빠르게 몰락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물론 현재까지의 수치로만 보면, 이런 예상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유닉스는 여전히 건재

하다. 많은 기업이 안정성, 보안성 등의 이유로 유닉스를 핵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성과 확장성

을 갖춘 많은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더욱더 그 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하는 x86 서버의 그늘

올해 3월 발표된 ID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서버 시장은 매출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3.6% 증가한 

1조 307억 원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판매 대수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13만 9,826대 규모

를 기록했다. 여기에 x86 서버는 지난해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 증가로 

72.7%라는 점유율을 차지했고, 그 외 서버군은 27.3%를 기록했다.

2012년 x86 서버의 시장점유율이 유닉스 서버를 처음 앞질러 가기 시작했을 무렵 대부분의 IT 시장 분석가는 

대다수의 기존의 유닉스를 포함한 레거시 서버가 x86 서버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7년 국내 서버 시장에서 유닉스는 어느 정도 견고하게 30%에 근접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는 것을 실제 IDC 자료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버 시장에서 이런 x86 전환이 본격화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이 컸다. 많은 사용자가 쉽게 이런 가격

적인 이점 때문에 x86 전환을 단행했다. 물론 이 같은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x86은 하드웨어 이외에 

추가적인 운영체제 구매와 가상화 솔루션 구입 부담, 취약한 안정성, 불안한 보안성 측면 등이 저가라는 그늘에 

가려 크게 드러나지 않은 단점도 많다.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 여전히 유닉스 사용

중국은 서버 시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IT 분야에서 급격하게 글로벌 주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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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선형적인 시장 구조, 특히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

다. 국내 대기업과 기관들이 여전히 주요 업무를 x86으로 전환하지 않고 아직도 유닉스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다. 금융권, 정부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용자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보호가 우선시되

기 때문에 여전히 유닉스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지표가 최우선인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x86 전환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투자 여건이 비교적 열악해졌기 때문에 안정보다는 최소한의 투자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닉스 시장은 당분간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견고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차세대 프로젝트는 보통 1년 이상의 장기간 일정과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큰 규모로 진

행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 유닉스 사용자는 x86 전환보다 안정성을 담보로 기존 유닉스의 기능을 더 강화

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x86은 신제품이 빠르게 출시되는 IT 분야에서 유행에 민감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x86 CPU는 구축 3년 후 추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새로 신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경제

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기적인 시스템 교체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부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번거로

움과 교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지연, 안정성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확장성과 경제성을 장착한 유닉스, 날개를 펴다

보통 사용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닉스는 ‘무겁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특히, 유닉스 시스템은 

한 번도 안 써 본 사람들에게는 막연히 어려울 것만 같고, 일단 도입하면 바꿀 수 없으며, 변경도 힘들 것 같은 인

상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 또한 일반 사용자에게는 아직도 유닉스는 거대하고, 육중하며, 고가 서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같은 유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예전에는 일정 부분 사실이었지만 현재 유닉스는 

작은 단위 업무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여러 워크로드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으며, x86과 동일한 1U 스팩의 

제품들도 다수 출시돼 있다. 굉장히 작고, 가벼우면서, 확장성이 높은 유닉스 제품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다.

오라클은 작은 단위 업무부터 큰 차세대 프로젝트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닉스 서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1소켓, 1U짜리부터 더 많은 빌딩 블록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모델들이 선보여 기존의 무겁고, 확장이 

불가능한 유닉스가 아니라 손쉽고, 언제든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축이 가능한, 그래서 고객

의 업무에 맞게 확장될 수 있는 제품들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업들이 소규모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x86과 같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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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사용자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코어당 구매하게 되는데, x86은 라이선스 정책상 전체 코어

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제품 스펙에 맞게는 코어의 수만큼 모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에 비해 

유닉스, 특히 오라클의 제품은 필요한 코어수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된다. 이렇듯 불필요한 구매 부

담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그만큼만  추가 확장도 가능하다. 초기에 1소켓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업무가 늘어나면 2소켓으로 확대 후 32소켓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연성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현존 최고 성능의 유닉스 서버, SPARC M12

최근 오라클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유닉스 서버 ‘SPARC M12’를 출시했다. SPARC M12는 ▲비즈니

스 성장과 혁신을 위한 완벽하고 유연한 플랫폼 ▲운영 복잡성과 위험을 최소화 ▲효율적인 운영관리 ▲손쉬

운 클라우드 전환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SPARC M12는 새로운 

SPARC 64 XII 프로세서를 장착해 코어 성능을 기존 대비 최대 2.5배 향상하였고, 1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된 

M12-1, 2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된 M12-2 서버와 최대 32개의 프로세서를 장착할 수 있는 M12-2S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SPARC M12는 이전 버전 제품인 M10 서버 대비 프로세서 클럭, 연산 유닛, 코어 쓰레드, 캐시 메모리, CPU-

IO 대역폭, CPU-메모리 대역폭, SWoC 성능, CPU RAS, 냉각 효율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소 1.3~최대  

4배 이상에 달하는 강력한 성능을 토대로 설계됐다.

사실 기술적으로 성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각 개발업체들은 자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출시되는 신제품들의 성능을 최대치에 맞춰 놓기 때문이다. 보통 기술은 항상 2배 이상 크기로 발전하는 

<표1>  SPARC M12의 제품 사양

M12-1 M12-2 M12-2S 1BB M12-2S 2BB M12-2S 16BB

프로세서 타입
SPARC64 XII

3.2GHz
SPARC64 XII

3.9GHz
SPARC64 XII

4.25GHz

최대 프로세서 1 2 2 4 32

최대 코어/쓰레드 6/48 24/192 24/192 48/384 384/3,072

최대 메모리 1TB 2TB 2TB 4TB 32TB

I/O Slots
(I/O Expansion)

3 Slot
(Max 33 Slot)

11 Slot
(Max 71 Slot)

8 Slot
(Max 58 Slot)

16 Slot
(Max 116 Slot)

128 Slot
(Max 928 Slot)

시스템 크기 1U 4U 4U 8U Rack

도메인 형태 LDOMs LDOMs LDOMs, PDOMs

운영 시스템 Solaris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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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선형으로 조금씩 상승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업계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이전 제품 대비 평균 2.5배 정도의 성능을 개선해 최신 제품을 출시했다.

소프트웨어온칩 기술을 통한 비약적 성능 향상

오라클은 서버 부문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기능, 성능에 집중해 개발을 해왔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지난 5년간 6개의 칩을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기술 측면에서 다른 유닉스 개발업체와 명확하

게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칩 안으로 탑재해 하드웨어를 완성하는 기술은 업계에서 오라

클만 유일하게 보유한 특장점이다. ‘소프트웨어온칩(Software on Chip)’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칩 안에 소

프트웨어 기능들을 탑재해 칩 레벨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

라 실행되는데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드웨어에 장착되는 칩 형태로 설계한 것이다. 오라클은 이런 기

술력을 통해 칩 안에 성능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대비 2.5배라는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기술은 

하드웨어의 발전 수준에 맞게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칩 기술을 통해 강화된 소프

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체 하드웨어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이렇듯 칩 안에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하드웨어에서 기계적으로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

이다. SPARC M12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온칩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가속, Decimal/Number 가속, 암호

화 가속을 구현해 실시간, 분석 및 가속 등 기능을 향상하였다.

SPARC M12는 국내 고객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IO를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많은 사용자들

은 망 분리 때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IC) 카드 또는 HBA 카드와 같은 PCI 카드들이 물리적으로 2개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에서 선호하는 IO 가상화가 장애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1개의 네트워크 카드를 가상화로 분할해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걱정 때문이다. 많은 국내 기업은 이런 물리적인 카드들을 개별 업무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해 놓으면 완

전한 망 분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라클의 SPARC M12는 필요할 때 장착이 가능한 IO 박스가 별

도로 구성돼 있다. ‘IO 익스펜션 유닛’으로 이름 지어진 이 박스를 추가 도입하면 초기에 소규모로 구성했다가 

필요한 만큼 이런 물리적인 카드들을 여러 개 장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유닉스의 반격이 시작된다

예전에 유닉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매 시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 가상화 솔루션 등이 이미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됐었다. 그러나 오라클은 고객들의 늘어나는 클라우드와 가상화에 대한 고

민을 자체 유닉스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로드맵 단계에서부터 포함시키고 반영함으로써 보다 안

정된 운영체제를 제공하며 가상화 솔루션을 별도의 라이선스 구매 없이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와 가상화 이외에도 서버를 운영하고 도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끊임없

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 및 결점 없이 지속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

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성능,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 등이 여느 때보다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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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미 보장하며 수년간의 소유/운영(TCO) 비용이 경제적인 이점으로 입증된 오라클 유닉스 시스템이 오

랜 기간 동안 채택되고, 앞으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서버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 도입가 기준으로 x86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닉스가 훨씬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논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칩 가격이 하락했고, 오히려 여기에 기술과 기능은 훨씬 좋아졌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닉스의 전체적인 성능은 

매우 높아졌지만 그만큼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오라클 유닉스는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저렴해지는 등 현실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됐고, 제품 라인업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한 가격대의 유닉스 서

버들을 출시해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었다.

게다가 공식 발표된 향후 솔라리스 OS 로드맵과 더불어 꾸준히 진화하고 보다 강력해지는 성능의 오라클  

유닉스 서버들이 한국 서버 시장 내에서 유닉스 반격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서버를 판매하는 공

급자의 입장에서나,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나, 국내 서버 시장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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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위대한 IT 인프라로  
(Good to Great)
Oracle Database Appliance X6-2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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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과 함께 전 세계를 연결하는 혁명적인 IT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고, 2010년대의  

새로운 변화라 하면 바로 이동통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보다 편리하고 지능적이고 알아서 맞춰주

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대의 진입 일 것이다. 그 변화는 계속되고 정보의 양 또한 엄청난 급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데이터는 이제 가히 Peta byte ( 1PB = 1,024 TB, 1,048,576 GB ) 시대를 

넘어 Zeta byte ( 1 ZB = 1,048,576 PB )의 시대로 도래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을 일만은 아닌 것이다. 더

군다나 지금과 같이 수많은 디바이스와 개인들의 이동통신 기기들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와 데이터 증가량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양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IT 운영자와 기획자 입

장에서는 한정된 IT 예산과 빠듯한 자원으로 기하급수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신

속한 대응은 많은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IT 예산은 약 80-90%가 현재 운영하는 장

비와 라이선스 등에 대한 갱신과 유지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운영하고 남는 예산과 자원을 쪼개서 신

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신규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 일 수도 

있다. 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장애와 싸워야 하고, 서비스의 안정과 가용성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는 

IT 인원들에겐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니 한 때 IT 운영을 담당했던 필자도 과

거 상급 관리자로부터 들은 농담이 생각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약 10여 년 전 금융권에서는 차세대라는 신 조류가 시작되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대세이다. 

바로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메인 프레임을 사용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오픈 시스템 (즉, 유닉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붐이 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해 발생되는 유지보수 비용과 신규 증설 비용을 감안하면 오픈 시스

템으로의 전환은 비용에 대한 혁신이고, 시대의 트랜드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업의 사활을 건 혁신 과제이었

다. 그렇게 진행하던 것도 이제 엊그제 같은데, 다시 몇 년 전부터 또 하나의 흐름인 U2L (Unix to Linux) 전환 

프로젝트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 유닉스 환경을 대신하여 인텔 x86 시스템 기반의 리눅스와 오픈스택 등으로 

전환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통합된 형태의 시스템, 이른바 Converged Infrastructure 또는 

Integrated System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바로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T 인프라의 기반

이 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제품이 오라클 엔지니어드 시스템인 Exadata 일 것이다. 단순히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를 하나로 섞어 만든 종합선물세트가 아닌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계할 때 하드웨어 설계자가 참여해서 

최적의 Query 와 코딩을 위한 기반 플랫폼을 공동으로 협업한 모델의 제품인 것이다. 

Exadata 제품이 익스트림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기업형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웨

어하우징 업무에 포지션을 한다면, 단위 업무, 일부 대형 및 중견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운용과 기타 x86 기

반 Application에 대한 통합(Consolidation)을 가능케 하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Oracle Database 

Appliance (이하 ODA )라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ODA는 최신 인텔 브로드웰 프로세서를 장착한 X6 서버와 All Flash 형태의 SSD (Solid State Disk)를 장착

한 야무지고 알찬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다. 어느덧 2011년 가을 시점으로 출시된 이래로 이미 5세대 모델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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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3 2014 2015 2016 New

Oracle Database 
Appliance V1

Oracle Database 
Appliance X3-2

Oracle Database 
Appliance X4-2

Oracle Database 
Appliance X5-2

ODA X6-2HA

ODA X6-2L

ODA X6-2M

ODA X6-2S

Oracle Database 
Appliance X6-2 
Family

5세대

All Flash Line-up

> 2011년 1세대 제품 출시

>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2,000여 대의 납품 실적 보유

> 모든 업종에 걸쳐서 다양한 DB플랫폼으로 활용

> 가장 많은 적용 케이스 - 지사 DB시스템 용도

 - 사업부 및 SMB용 HA데이터베이스서버

 - 테스트 및 개발 용도

ODA X6-2S ODA X6-2M ODA X6-2L ODA X6-2HA

ENTRY PERFORMANCE CONSOLIDATION AVAILABILITY

ODA X6-2 Family

· 10 cores
· 384GB memory
· 12.8TB NVMe

· 20cores
· 768GB memory
· 12.8TB NVMe

· 20 cores
· 768GB memory
· 28.8TB NVMe

· 40 cores
· 1.5TB memory
· 64TB SSD

듭나고 발전해왔다. 기존 1세대 모델에서 4세대 모델까지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EE 

Enterprise Edition)과 RAC (Real Application Cluster) 구성의 고가용성 (HA High Availability)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X6 5세대 모델부터는 4가지로 확장된 라인업으로 형성되면서, 다양한 고객 환경에 맞는 구

성이 가능해졌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데이터베이스는 CoD (Capacity on Demand) 형태의 라이선스 

정책을 제공하여 최소 2코어 라이선스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로, 초기부터 많은 라이선스 구매에 대

한 부담을 줄여 운영환경에 적절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작게 시작 (Small Start)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현업에서는 EE 라이선스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SE (Standard Edition)로 선회하여 구매하는 고객

들도 적지 않다. 

이번 X6 모델은 기존 EE 만 아닌 SE 도 설치가 가능한 모델 ODA X6-2S, M, L 모델도 출시가 되었다. ODA 

X6-2S, M, L 제품은 초기 라이선스에 대한 구매 부담이 큰 고객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출시되었다. 또 새로운 혁신은 ODA X6 제품은 전 시스템 모두 SSD가 장착

된 All Flash Storage로 구성되어 괄목할 만한 성능과 기능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EE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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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SE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가능한 ODA X6-2S, M, L 모델의 경우, 구성되는 SSD는 NVMe (Non 

Volatile Memory PCI-Express) 형태의 디스크로 제공된다. NVMe 제품은 일반 SSD 방식과 달리 PCI-

Express 타입의 구성 형태로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SAS 디스크에 사용되는 제한된 대역폭의 프로토콜 방식

에서 PCI-Express 3.0 대역을 그대로 활용하여 광 대역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3.2TB NVMe 디스

크 2개를 장착하여 I/O 성능을 측정했을 때 IOPS (8K Block Size)는 Read IOPS가 약 500,000 IOPS, Write 

IOPS가 125,000 IOPS를 나타내며, 응답시간 역시 Read 응답이 0.2 ms, Write 응답이 0.5 ms로 매우 빠른 응

답을 제공한다. (하기 Swingbench 수행 테스트 결과 참조) 

ODA만이 드리는 경제적 Benefits

Oracle DB EE를 2코어부터 시작 가능한 라이선스 체계(COD). 점진적 구매를 통한 합리적 투자 증설

ODA에서 무상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예) 일반적인 x86 서버 구성

Oracle Linux, Solaris (운영체제) Oracle VM(가상화 솔루션) DB, VM Snapshot
Grid Infrastructure 

(클러스터 볼륨매니저)

Oracle Database Appliance

Ⅴ  1CPU(8코어) 탑재된 서버
Ⅴ 최소 라이선스 수량
      - 8(코어) x 0.5 (코어팩터)

               = 4 precessor 라이센스

서버1 서버2

Ⅴ  4CPU(72코어) 탑재된 서버
Ⅴ  최소 라이선스 수량 (2코어)
      - 2(코어) x 0.5(코어팩터)
               = 1 precessor 라이센스

기존 Flash/SSD NVM Express SSD

■  데이터를 SAS/SATA 프로토콜로 변환

■  대역폭은 SAS/SATA 한계점에 의존

기존 플래시 성능을 제한하는 
Bottle neck이 존재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광대역 
PCIe 버스를 충분히 활용

4 * 35Gbps)

F80 PCIe Card
12Gbps(4 * SATA2[3Gbps]) F320 PCIe 3.0 NVMe Card

32Gbps 64Gbps

SAS3 HBA NVM3 Switch 
Card12Gbps 32Gbps

64Gbps

64Gbps

PCIe 
to 

SATA2

PCIe 
to 

Flash

SAS3 to 
Flash

PCIe 
to 

Flash

SATA2 
to 

Flash

■  SAS/SATA 프로토콜 변환 불필요

■  각 SSD는 PCIe3.0의 대역을 그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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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bench/Swingbench 결과

Model IOPS(8K Block Size) Response Time(mS) MPS(1MB Block Size)

ODA X6-2M
Read(2disks) 500K 0.2 6.8GB/sec

Write(2disks) 125K 0.5 1.2GB/sec

ODA X6-2L
Read(6disks) 1.4K 0.2 20GB/sec

Write(6disks) 374K 0.5 3GB/sec

Model Configuration Average Transactions Per Second Average Response Time(mS)

ODA X6-2S
4 cores : 3250 users 3400 2.5

10 cores : 7400 users 7700 2.8

ODA X6-2M
4 cores : 3250 users 3400 2.9

20 cores : 13500 users 14000 5.8

ODA X6-2L
4 cores : 3250 users 3400 2.9

20 cores : 13500 users 14000 5.8

이렇게 개선된 기능과 성능을 통하여 ODA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특화된 다양한 구성들을 제공한다. 먼저 데

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는 OLTP, DSS, In-Memory의 각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통해, 선택 환

경에 최적화되고 사전 검증된 best practice DB가 제공되어 설치 이후 별도의 튜닝이나 기타 다른 작업을 최소

화시켜,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 런칭 환경을 제공한다. 

ODA는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용으로 출시되었으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기능 개선을 통해서 가상화

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이 가능해졌다. 전체 프로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하여 사용하지 않

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할당되고 남은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Oracle VM의 Guest VM을 통해서 다른 

Web/Was 및 Application 업무도 가능하다. 그래서 ODA의 또 다른 별칭은 Solution-in A Box 또는 All-in-

One Solution 이라고도 불리 운다. 

실제 고객사에 설치된 사례를 보면 ODA X6-2HA의 경우, 총 40코어의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를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고객들은 ODA_BASE 영역에 RDBMS와 RAC를 약 6코어에서 8코어 구성으로 주

로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나머지 자원은 Oracle VM 기능을 통해서 Guest VM에 Web/WAS, 

ERP, MES, Windows Application, CentOS 등 다양한 멀티플랫폼 환경을 구성한다. 이 기능을 통해서 노후

화된 x86 서버들에 대한 통합 (Consolidation)이 가능해져, 기존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x86 서버

들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 전산실의 상면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몇 해 전 Oracle OpenWorld에서도 소개된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 사례를 보면 기존 2개의 Full Rack (약 

84U)으로 구성된 서버와 스토리지, 스위치들의 구성이 ODA 2대로 운영 업무와 재난복구(DR)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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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로 최적화시켜 기존 전력 사용량의 50%를 절감하였고, 전산실 상면 공간도 약 80% 이상 절감하게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요되었던 많은 유지보수 비용과 시스템 다운 타임 등을 대폭 줄이게 되어 동시에 3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보았다. 특히 대형 시스템을 많이 다루고 관리하는 IDC나 데이터센터에서는 이 ODA 1대

로 연간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비용을 약 1억여 원 이상을 절감하여 그동안 대부분의 비용이 운영관리와 증설에 

사용되던 IT 예산을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레거시 환경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용성을 제공한다.

Solution in a Box | One for All Appliance 

CRM BI ISV’s App

EM

Applications

Middleware

Database

ODA 가상화 플랫폼

ERP

Node 1

Guest Domain Guest Domain

Guest Domain Guest Domain

Node 0

DOM 0
VM Storage

Repository

DOM 0
VM Storage

Repository

ODA_Base
· Oracle Database
· Grid Infrastructure

· Clusterware
· ASM
· ACFS

· Appliance Manager

ODA_Base
· Oracle Database
· Grid Infrastructure

· Clusterware
· ASM
· ACFS

· Appliance Manager

Interactive One(미국 소셜미디어 업체)

Why ODA

•  디스크 I/O 성능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 가능

•  Zero-Admin Storage 
 복잡한 SAN 스토리지 관리에서 해방

•  계획된 다운타임/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에 대한 

 최소화로 서비스 가용시간 증대

 기존 연간 30시간 -> 연간 20분 단축

•  상면 및 전력 비용 괄목적인 절감

 기존 84RU -> 8RU 공간 80% 공간 규모 절감 

 전력 비용 50% 절감

이전 환경 ODA

6DB DB 2DB

84RU 상면공간 8RU

50A 소비전력 20A

30시간 연간 다운 타임 20분

- 디스크 I/O 성능 10배

84RU 8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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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종 _ 기간 업무 시스템
연간 데이터센터 운영비용 960만 엔(1억여 원) 이상 감소

   도입배경

   도입효과

42RU
200V

4RU
100V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6년 전 도입된 기간 시스템은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확장을 하다 보니 시스템 사이즈가 42RU를 차지하게 됨

전력비 인상에 따른 200V 전원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

데이터센터 비용이 IT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신규 IT 투자에 대한 부담 가중

42RU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ODA로 교체하여 4RU 사이즈로 통합 구성하여  

데이터센터 비용 40% 절감

연간 960만 엔(약 1억여 원) 비용 절감

전략적 신규 IT 투자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투자

Oracle Database Appliance

1개의 컴포넌트
(Appliance)

5가지 이상의 구성조합
Server, Storage, Networking, Database, Consultants

1명의 DBA가 담당

HA 구축에 7가지 기술 및  
엔지니어 필요
DBA, 네트워크 관리자, 스토리지 관리자, 시스템 관

리자,  설치 스킬, HA 전문지식 및 최적화 스킬 필요

4회 패치
분기당 1번 누적 패치

24번 이상의 패치
1년 내내 수행

~110시간
연간 유지보수 수행 시간

~2,200시간
연간 유지보수 수행 시간

전통적인�레거시�시스템

이처럼 ODA는 기존 투자환경과 비용에 대한 괄목적인 개선과 성능 향상을 제공하며, 또한 미래발전 기술, 

즉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용이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제품이다. 운영하는 On-Premise 환경과 Oracle public 

Cloud를 접목한 일종의 Hybrid Infrastructure 구성이 가능하다. 

핵심 데이터베이스 업무는 On-Premise 내 ODA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개발/테스트 및 백업 환경은 클라우드

와 접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규정준수 요건(Compliance Issue)에 맞게 데이터를 장기 보관해야 

하는 요건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저장장치와 매체, 보관 공간에 대한 비용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오라클 스토

리지 아카이빙 클라우드와 함께 연동하게 되면 기존 비용보다 매우 저렴하고 장기적인 백업 및 아카이빙 준수 

요건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응용 구성의 예는 Solution-in-A Box 형태의 활용으로서 기업에서 사용되는 기업 문서 및 콘텐츠들

에 대한 ECM (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솔루션과 결합된 구성방법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부

에 반출 및 공유가 필요한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것이 아닌 Oracle CECS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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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차세대 문서중앙화 구성요소

PC통제 ODA 기반 문서중앙화 서버(ECM) Cloud

CLIENT

기존 문서 자산화

통합검색

문서 버전, 이력, 모니터링, 로깅, 감사

반출불가

반출승인

고객
문서

타시스템 
연계

기간계

웹 메일

메신저

인사 시스템

반출 
연계시스템

Cloud Service 
연계SSL

Oracle CECS

생성 유통 보관 활용 이관 폐기

일반
문서

문서중앙화 시스템

접
근 
권
한

통 
제

PC 저장 제어

지식공유, 협업

2 1 3

Experience Cloud Service)와 연동한 다큐먼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ODA는 단순한 IT 인프라의 차원을 넘어 자원의 효율성과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매에 집중하고 고민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솔루션들 (예: 백업소프트웨어, 백업 

장비, 스냅샷, 볼륨매니저 등)에 대한 비용을 간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라이선스에 대한 부담으

로 추가적인 구매는 어쩌면 꿈도 못 꾸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ODA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품 안에 모두 포함되어 마치 우리가 스마트 폰을 구매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듯이, 전천후로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이다.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IT 인프라 투자를 쉽게 할 수 없는 대다수의 고객사들에게 ODA는 “알고 보면, 쓸

모 있고, 신기한 장비” (알쓸신장) 일 것이다. 

계층적 정보저장 및 장기 보관

Tier 1 Tier 2 Tier 3

1

3

4

ODA에 최신 운영 
데이터 구성 활용 2

활용도가 떨어진 
데이터들에 대한 

Staging 구성

장애에 대한 백업 및 재
난복구용 데이터 구성

Cloud Backup

장기보관 및 Compliance 
이슈에 충족하기 위한 

WORM 장비 및 클라우드
를 통한 장기 아카이빙  
구성

운영DB
3개월 

지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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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가 출시된 지 벌써 7년이 되었다. 시대의 흐름은 이제 On-Premise에서 클라우드로 그 스펙트럼을  

넓혔고, 이 두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운영과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이행을 직면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의 

운영 유지에도 많은 노력과 부담이 되는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연속일 것이다. 하지만 

ODA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다양한 유연성과 보다 용이한 이행환경을 제공한다. 작게 시작하는 투자

의 유연성, 자원에 대한 효율적 유연성, 관리에 대한 용이성을 제공한다. 단순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뛰어넘어 위

대한 IT 인프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를 더욱 많은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Oracle Database Appliance-TCO 측면 비교

애플리케이션 WAS 및 Application

OS 라이선스

네트워크 (e.g. SAN Switch)

서버

WAS 및 Application

Database 12c, 11gR2 , RAC, RAC One Node, EE

통합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Database 12c, 11gR2 , RAC, RAC One Node, EEDB

HA 솔루션HA S/W

서버 관리 스토리지 관리 네트워크 관리 가상화 관리관리툴

가상화(파티션) 솔루션가상화

OS

하드웨어

레거시 가상화 환경시스템 Oracle Database Appliance

유상 가상화  
소프트웨어

* ODA의 CoD(Capacity on Demand)라이선스 정책은 Database EE와 WebLogic EE에 대해 적용됩니다. 무상 유상

무상 가상화  
소프트웨어

무상 OS

CoD라이선스

Gird Infrastructure/Clusterware

Appliance Manager

Oracle VM

Oracle Enterprise Linux

Free of Charge



AUTUMN 2017ORACLE KOREA MAGAZINE     115

http://www.oracle-mkt.co.kr/newsletters/files/IaaS_For_Dummies_Oracle_Special_Edition-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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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실무 역량 갖춘 인재 양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오라클 모바

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교과 과목을 개설했다. IT 비전공자를 포함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교육을 

제공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목들을 개설할 계획이다.”

–  최진명, 융합IT학과 교수, 건양대학교 

회사 소개  

건양대학교  

(Konyang University)  

Nonsan, Chungnam, 

Korea  

www.konyang.ac.kr/

kor.do

 산업군   

Education and Research

연 매출   

US$12 Million

직원 수

587명 

파트너 

(주)포스젠 (POSGEN) 

 www.posg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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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바일 서비스 기획, 모바일 개발, 자바 실무, 

Node.js 실무의 총 4개의 교과 과목을 신설하고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실습 교육을 제공

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시켰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활용해 기존에는 1-2주

씩 소요됐던 API 설치, 테스트 진행 등의 환경 설정 시간과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높이고 변경사항이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도구들이 빌트인 돼있고, API 

기능들이 패턴화돼 있으며,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해 IT 비전공자들

도 쉽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모바일 환경을 구현하는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계정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학기가 끝난 후에도 6개월 간 동일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업의 연속성을 향상시켰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API 추적 기능으로 로그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할 때 결과물 보다 학생들의 노력과 참여도를 기반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도입 효과

・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툴을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

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T 비

전공자들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Mobil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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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를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소

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 갖춘 인재 양성

1991년 설립된 건양대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양대학교는 기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업에 활용

하고자 한다.

건양대학교는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실습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

고자 했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4개의 교과 과목을 신설해 IT 비전공자

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 사

이에서 활용도가 높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

드 서비스를 선택하게 됐다. 오라클은 통합된 

개발 환경과 높은 호환성을 제공해 타 벤더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주효했다. 이처럼 사용 용이성과 접근성이 

높은 툴을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

다고 생각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2016년 10월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를 처음 제안을 받았다. 관련 자료를 통해 교

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오

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4개 

의 교과 과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첫 수업

은 2017년 5월 12일에 시작했다.

파트너(Partner Involvement ) 

오라클 파트너인 포스젠은 건양대학교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교

과 과목을 신설하고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포스젠은 UC솔루션개발, IT

컨설팅, SI사업을 펼치고 있다.

“포스젠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포스젠

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자료 및 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수

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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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크스토리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비즈니스 확장 기반 마련

“비즈니스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 IaaS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엔진을 더욱 다양한 사용처에 공급

하고 각각의 고객의 특성에 맞춤화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

– 권지훈, CEO, ㈜아스크스토리

회사 소개  

(주)아스크스토리(AskStory)  

Seoul, Korea  

www.askstorygroup.com

 산업군   

 Professional Service

연 매출   

US$ 0.4 Million

직원 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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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엔진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6개의 다른 서버를 중앙에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환경을 구현했다. 

・ 오라클 IaaS를 활용해 급격한 트래픽 증가와 네트워크 부하 없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마이닝, 머신 러닝, 분산처리 작업이 가능해져 인프라의 안정성 및 유연성이 향상됐다.

・ 오라클 IaaS를 통해 각각 서버에 할당된 명령문을 다른 서버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서버 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

・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서버 및 스토리지를 추가 

구매할 필요 없이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 오라클 블록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를 사용자별, 디바이스별, 지역별 

등으로 해당 스토리지에 분배함으로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해 필요한 다양

한 종류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도입 효과

・ 같은 종류의 서버가 여러 개인 아스크스토리

의 특수한 개발 환경을 통합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 및 비즈니스 확장에 대비한 인프라의 확

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사용자 및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릴 때 분산처리 및 머신러닝에 대

한 데이터 크롤링 및 마이닝 작업이 가능한 안

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 Oracle Object Storage Cloud Service 

· Oracle Block Storag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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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크스토리, 오라클 IaaS 통해 인프라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해 서버 및 스토리지

를 증설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

㈜아스크스토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라이프스타

일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사람들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스크스토리는 

에어컨, 텔레비전, 리모컨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용처에 인공지능 엔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고객의 생활 패턴

에 맞춤화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아스크스토리는 

이러한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아스크스토리는 오라

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Compute 

Cloud Service), 오라클 블록 스토리지 클라

우드 서비스(Oracle Block Cloud Service), 오

라클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Oracle Object Storage Cloud Service)를 도입

해 인프라의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했다. 서

버 및 스토리지를 증설할 필요 없이 점점 증가

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새로운 제품

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타사 제품과 비교해 오라클 클라우드가 가

장 높은 비용 효율성을 제공해 오라클 클라

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했다. 추

후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경우에도 쉽

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구

현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또한 글로벌

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아스크스토리에

게 글로벌 인프라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오

라클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아스크스토리는 2017년 3월 도입을 결정한 

후 테스트 과정을 포함해 3주 안에 구축을 완

료했으며,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용이했다. 아스

크스토리는 4월 일부 서비스에 고라이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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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시큐리티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로 
인프라 구축 시간 90% 단축

“가상화 환경을 그대로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실습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현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고, 유동적인 수강 기간 및 인원규모에 따른 교

육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인프라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동의 교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

게 됐다.”

– 김병효, 수석연구원, 전략사업팀 팀장, 코어시큐리티  

회사 소개  

코어시큐리티 

(CoreSecurity Co., Ltd.)

Seoul, Korea  

www.coresec.co.kr

 산업군   

Education & Research

연 매출   

US$0.8 million

직원 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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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습 교육 시 필요했던 서버 가상화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인프라 구현에 필요한 서버 확대 비용을 절감했다.

・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전에는 가상 머신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훈련 자원의 배포 시간이 10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가상 머신의 규모에 상관 없이 

5~10분으로 교육 준비 시간을 90% 단축했다.

・ 가상화 전반에 대한 분석 없이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기능 분석만으로도 필요한 관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져, CCR 운영시스템 개발 기간이 1/3로 단축되었다.

・ 가상 머신 구성 및 네트워크 가상화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REST API 기능으로 훈련 컨텐츠 개발 시 가상자원 설정, 테스트, 관리에 드는 시간

을 50% 이상 단축했다.

・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터넷에 접속만하면 교육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유연성이 향상됐으며, 교육 수요 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다.

・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공간 및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학습 형태로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 교육 컨텐츠 개발에 역량

을 더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도입 효과

・ 보안 교육 및 침해사고대응 훈련에 대한 수요

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

프라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실습 교육 시 1000대 이상의 서버가 필요한  

인프라 구성에 소요되는 많은 초기 도입 비용 

및 구축 시간을 절감하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Ravello Cloud Service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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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시큐리티,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안 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 90% 

단축, 인프라의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

코어시큐리티는 침해사고대응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강의 및 실제 침해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분석 및 대응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강의, 교재,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용자 PC에 실습 환경을 

구축하거나 가상화 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

로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코어시큐리티는 실습 교육을 하는데 필요

한 인프라 구현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Or a c le 

Ravello Cloud Service)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점점 증가하는 보안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

게 됐으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의 유

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했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타 벤더와 비교해 오라클은 높은 호환성을 

제공해, OS, 네트워크 등의 어떠한 고객의 환

경에서도 코어시큐리티의 교육 인프라를 구

현할 수 있었다. 또한 오라클의 통합된 개발 

환경은 가상화 환경과 동일하게 클라우드 환

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개발 편의성을 제공

하고, 교육 컨텐츠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2017년 3월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제품에 대한 데모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도출

했다. 7월부터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

스를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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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도입으로  
온라인몰 안정적 운영

“일동제약의 온라인몰인 일동샵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일동샵 운영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

하고, 문제 발생 시 근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온라인몰의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김재유, 정보전략팀 부장, 일동제약

회사 소개  

일동제약 (Ildong 

Pharmaceutical)

Seoul, Korea 

www.ildong.com

산업군   

Healthcare

연 매출   

US$175 Million

직원 수

1,40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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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자 세션 및 개별 웹페이지까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온라인몰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동시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 발생을  

진단 및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 성능 및 장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문제 해결에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됐지만,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통합 로그 관리 및 분석을 활용해 운영시스템

(OS), 데이터베이스(DB),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웹(WEB)에서 근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위젯, 토폴로지 화면과 대시보드 등의  

강력한 분석 툴을 통해 로그, 성능, 웹페이지의 모니터링과 분석이 가능해져,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로그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해져 트렌드 

분석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데이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는 설치가 용이하고 커스터마이징 없이 데이터 전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짧은 개발 기간을 준수하는 신속한 구축을 지원해 온라인몰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입 효과

・ 온라인몰의 실시간 주문 결제, 물류출하 시스

템과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관리를 위해 

DB, 서버, 네트워크까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PM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했다.

・ 온라인몰 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근본 

원인 파악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한 안정적인 통

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 사전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만 운영시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실제 운영 전환 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Management Cloud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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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차세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인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온라인몰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하여 고객의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일동제약은 ‘국민건강연구소’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개발하여, 생산 및 공

급하고 있다. 약 13,000개의 제품을 보유하

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온라인

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B2B 온라인몰

인 ‘일동샵’을 운영하며,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온라인몰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

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라클 매니

지먼트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오라클 매니지

먼트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서버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의 접속 및 주문 결제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동샵의 안정적 운영

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장애 예측 기능이 우수할 뿐

만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브라우저 모

니터링이 가능해 일동샵 운영에서 고객의 접

속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최신 IT 운영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환경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오라클 클

라우드 도입을 결정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일동제약은 3개월 간의 POC 및 검증 과정과  

2개월 간의 테스트 적용 과정을 거친 후 오라

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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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로  
도로 운영을 위한 인사이트 확보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위치에 있는 수백만 건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

고 이를 통해 도로 운영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시스템 및 인프라 로그 정보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

한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적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및 시스템 유지 관리, 도로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이성철, 영업관리부, 전산팀장, 천안논산고속도로 ㈜

회사 소개  

천안논산고속도로㈜ (Cheonan 

Nonsan Expressway)  

Gongju, Chungnam, Korea  

www.cneway.co.kr

 산업군   

Travel & Transportation

연 매출   

US$200 Million 

직원 수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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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하고 방대한 수백 만건의 로그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해져,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로 운영시스템에 인사이트

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활용한 로그들의 유기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영업시스

템과 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근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

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애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

능해져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 오라클 매지니먼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강력한 분석 툴인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로그 데이

터 분석이 바로 가능해졌으며, 리포팅에 소요되는 시간을 몇 시간에서 1~2초로 크게 단축

시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모바일로 쉽게 어디서든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운영 민첩성이 

향상됐다.

・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위치에 있는 수백만 건 이상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교통정보 시스템 로그 정보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내재된 

더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강화했다.

도입 효과

・ 다양하고 방대한 로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도로 운영시

스템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다.

・ 영업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

용을 절감하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Management Cloud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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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

라우드로 영업・교통정보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수백만 건의 로그 데이터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로 운영시스템을 위한 인사이트 

확보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천안-논산 간의 81Km 구간 고속도로를 개

통한 민간 협력 고속도로 사업자이다.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무정차통행료시스템(One_

tolling), 하이패스시스템, 통행료수납시스템

(TCS)으로 구성된 영업시스템과 교통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고속도

로 이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고속도

로의 이동성 확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 및 도

로 유지관리를 수행해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

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는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영업

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로 

운영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위치에 있

는 수백만 건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정성적 운영 비용 절감, 영업 및 

교통정보 시스템의 운영효율성 향상, 비즈니

스 연속성 강화 등의 효과를 얻었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기존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사용하

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높은 신뢰도

를 갖고 있었다. 이에 기존 시스템과의 가장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됐다. 또한 방대한 양의 로그 데이터

를 분석하는데 요구되는 CPU 리소스 등의 높

은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유의미한 데이터 분

석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특장점이 있었다.” 

구축 과정(Execution)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도입을 결정한 

후, 로그 수집 대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2일 만에 구축을 완료했으며, 단계적으로 수

집 대상을 확장해왔다. 구축 완료 후 운영자들

을 대상으로 OMC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다각

적인 시각에서 수집된 로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워크샵을 2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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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초당 최대 수강신청 건수 
300% 증가해 학생들의 수강신청 만족도 향상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6-2 HA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를 통해 대학교 시스템의 핵심과제인 수강신청  

피크 타임에 발생하는 시스템 부하 이슈를 해결했다. 초당 최대 수강신청 건수가 300%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강

신청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이종완, 전산기획팀 팀장, 선문대학교 

회사 소개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

Asan, Chungnam, Korea 

www.sunmoon.ac.kr

산업군   

Educ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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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6-2 HA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12c가 제공하는  

높은 성능을 통해 초당 최대 수강신청 건수가 300% 증가했고, 건당 33개의 SQL 구문을 신

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수강신청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50% 단축했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6-2 HA을 통해 이전에는 100% 였던 CPU 사용률을 

5%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의 향상된 안정성으로 

수강신청에 대한 항의 전화 및 게시글이 크게 감소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가 제공하는 높은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용량으로 학사 

행정, 강의계획서, 성적 조회, 전자출결서비스 등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데이터 관리의 확장성을 확보했다.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로 구현한 오라클 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함으로써 

대학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고속 네트워크망, 스토리지 등의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

감했다.

・ 오라클 재해복구(DR) 솔루션인 액티브 데이터 가드(ADG) 기능을 활용해 다운타임 없이  

실시간 백업이 가능해져 데이터 손실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의 높은 성능으로 개발자들이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됐으며, 데이터베이스 운영 중에도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신속

한 리포팅이 가능해져 전산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도입 효과

・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를 

업그레이드해 수강신청 기간의 피크 타임에 

발생하는 시스템 부하로 인한 학생들의 증가

하는 불만을 해결하고자 했다

・. 학사 행정, 성적 조회 등의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장 가

능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해 스토리

지 용량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

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Database Appliance X6-2 High Availability

· Oracle Database 12c

도전 과제 



SUCCESS STORY   06 136

선문대학교, 오라클 통해 초당 최대 수강신

청 건수 300% 증가, 수강신청 시스템의 응

답 시간 50% 단축

선문대학교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으

며, 총 학생 수 1만명, 80개국 1,000 여명의 유

학생으로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선문대학

교는 훌륭한 교수진의 강의와 최고의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문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매 

학기 진행되는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

기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

스 어플라이언스 X6-2 HA에 대한 높은 신뢰

도를 갖고 있었고, 성능 및 안정성 측면에서 가

장 신뢰할 수 있었다. 이에 기존 시스템과의 가

장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는 오라클 솔루션을 

추가 도입하게 됐다.”

– 이종완, 전산기획팀 팀장, 선문대학교

구축 과정(Execution) 

선문대학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4-2 모델을 업

그레이드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

스 X6-2 HA의 도입을 결정하고 2개월간의 테

스트 및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거쳤다. 1개월 

후 선문대학교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Active 

Data Guard) 옵션을 시스템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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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로  
가맹점 관리 업그레이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한 환경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놀부는 오라클 클라우드와 같은 혁신 기술

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매장관리 패러다임을 실현하게 됐다. 시스템적인 매장 운영관리가 가능해져 실시간 

영업 가시성을 확보하고, 슈퍼바이저들의 활동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강화돼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숫자가 10%이상 증가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메시징, 실적 데이터 분석 등으로 가맹점

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와의 협업 체계를 확대할 수 있었다.”

–  이만재, 대표이사, ㈜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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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놀부 (Nolboo)

Sungnam,  

Gyeonggi-do, Korea

www.nolboo.co.kr

 산업군   

Retail

연 매출   

US$106 Million

직원 수

141명 

파트너 

코어플러스(Coreplus)

www.cor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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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대시보드 형태의 강력한 분석 툴을 활용해 전국 900

여개의 가맹점에 대한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고, 더욱 체계적으

로 가맹점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통해 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가맹점 별 매출, 식자재 사용량, 객단

가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능으로 SV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SV가 관리

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숫자를 10%이상 증가시킴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의 BI리포트 생성 자동화 기능을 통해 본사 임원들에게 실시간 보

고가 가능해져 비지니스 통찰력을 강화했다.

・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상의 모바일 지원 기능을 활용해 SV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가맹점 데이터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SV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 이전에는 구두 또는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지만,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 메시징이 가능해져 SV와 가맹점주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됐다. 이

를 통해 SV와 가맹점주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입 효과

・ 가맹점 데이터의 추가 가공 절차 없이 바로 분

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툴을 도입

해 데이터 가시성을 확보하고 더욱 체계적으

로 가맹점을 관리하고자 했다.

・ 기존 ERP시스템(EPR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서 엑셀

을 활용해 리포팅을 했던 기존의 시스템을 대

체해 리포팅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

축시키고자 했다.

・ SV와 가맹점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가맹점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

하고 SV와 가맹점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Sales Cloud

도전 과제 



㈜놀부,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으로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 체계 구축 및 비지니스 

가시성 확보해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놀부는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등의 브랜드로 전국 약 900여 개의 가맹점을 

경영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외식전문기업이

다. 한식 표준화 도입과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및 경영 환경 구축으로 업계 선도적인 

외식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놀부는 

매장 방문 및 점검, 위생 관리, 프로모션 진행 

등 현장에서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는 슈퍼바

이저(이하SV, Super-Visor)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900여개의 가맹점의 운영관리체

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을 통해 ㈜놀

부는 가맹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리포팅에 소요되는 시간

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전사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돼 직원들이 더욱 핵심적인 업

무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SV와 가맹점

주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향상시켜 프

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요소인 가맹점주와 관

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는 유일하게 프랜차

이즈 업계의 도입사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

문에 놀부는 오라클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

고 구축을 결정했다. 또한 프렌차이즈 업계의 

특성에 맞춤화된 기능 구현 측면에서 타사 솔

루션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제공했다.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는 구축이 용이하고 초기 도

입 비용이 합리적이며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

게 구축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

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놀부는 2017년 5월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

드 도입을 결정했다. 3개월 간의 설치 작업, AS 

IS 분석, 사용자 교육, 파일럿 테스트 검증 등

의 과정을 거쳐 8월 전사에 고라이브했다.

파트너(Partner Involvement) 

오라클의 파트너사인 코어플러스는 ㈜놀부가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커스터마이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코어플러스는 프렌차이즈 업계만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 구현 및 개발 노하우를 제공했다. 

프렌차이즈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

으로 해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놀부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한 현업 직원

들에게 필요한 교육,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솔루션을 운영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SUCCESS STORY   0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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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스튜디오

오라클 IaaS 통해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300 절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고 규모가 큰 미디어 업계의 특징을 고려해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용량의 데이터

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높은 안정성,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

가 제공하는 강력한 보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 최병중, 팀장, 덱스터 스튜디오

회사 소개  

덱스터 스튜디오(DexterStudios)

Seoul, Korea  

www.dexterstudios.com

 산업군   

Media & Entertainment

연 매출   

US$23 Million 

직원 수

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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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는 연간 1TB당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됐던 

비용을 연간 1TB 당 약 1만원으로 절감해, 하드웨어 도입 대비 1/30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 없어져 상면 공간 활용률

을 높이고, 하드웨어 도입의 높은 도입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언제든지 쉽게 저장 및 백업이 가능한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100TB 규모의 

오래된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고가

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

・ 1,000만개가 넘는 파일을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카이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으며,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품질 및 유효성 검증 등 보안 및 데이터 관

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 네트워크에 장애 및 중단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도입 효과

・ 100TB 규모의 오래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

가용 스토리지에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용

량, 유지보수 비용, 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다.

・ 초기 도입 비용이 크고 관리가 어려운 테이

프 백업 방식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장기적인 데이터 보관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도입 제품

· Oracle Storag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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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스튜디오,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

드 서비스 통해 데이터 저장 및 관리의 비용 

절감,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

덱스터 스튜디오는 업계 최고의 VFX(Visual 

Effects: 시각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 영화 촬영 및 제작을 수행하는 업계 선도

적인 종합 스튜디오다. 주요 작품으로 <신과 

함께>, <미스터고>, <국가대표>, <미녀는 괴로

워> 등을 제작했다.

덱스터 스튜디오는 오래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라

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Storage 

Cloud Service)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갖춘 데이터 저장 및 관리가 가능

해졌으며,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다른 벤더와 비교해 테라바이트 당 비용 기준

으로 오라클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가격을 제

공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특히 오라클은 전담 

지원 엔지니어를 배정함으로써 구축 후에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

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또한 오라클은 1개

월이라는 정해진 목표 기간을 준수하는 신속

한 구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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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카카오톡 친구 추가로 누릴 수 있는 혜택!
1. 각종 문의 사항들을 카카오톡 1:1 대화 혹은 전화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오라클 행사에 사용된 각종 발표 자료 및 유용한 정보를 가장 빨리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오라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및 행사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 드립니다. 

4. 다양한 IT 설문에 참여하시면 맞춤 컨설팅 및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방법!
1. 카카오톡 친구탭

2. 우측 상단의 친구 찾기 버튼

3. ID 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PaaS

 ID 오라클클라우드플랫폼

Java Cloud, Document Cloud, Developer Cloud

를 비롯한 PaaS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모빌

리티, 디지털 혁신 등의 최신 소식

오라클 Sales Cloud

 ID 오라클salescloud

통합된 영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솔루션 최신 소식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ID 오라클데이터베이스

DB12c, Database Cloud, Security 및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최신 소식

오라클 Service Cloud

 ID 오라클salescloud

통합된 고객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을 위한

오라클 서비스 클라우드 솔루션 최신 소식

오라클 시스템

 ID 오라클system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것: 

서버, 스토리지, 엔지니어드 시스템 관련  

최신 소식

오라클 HCM

 ID 오라클hcm

통합된 인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오라클 HR 클라우드 솔루션 최신 소식

오라클 마케팅 클라우드

 ID oraclemarketing

통합된 마케팅 운영을 위한

오라클 마케팅 클라우드 솔루션 최신 소식

오라클 ERP

 ID 오라클erp

B2B/B2C 기업을 위한

오라클 ERP 클라우드 솔루션 최신 소식



01 

‘오라클 코드 2017 

서울’ 개최… 클라우드 

시대 개발자를 위한 

코딩 선보여

02 

“자바가 죽었다구요? 

천만의 말씀!” 

03 
[In＆Out]  

‘관점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성패 가른다

04 

[기고] 

국내 클라우드 확산, 

올해가 ‘티핑 포인트’

05 
스타트업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택한 

이유

06 
[AI 스타트업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 

아스크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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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 ‘오라클 코드 2017 서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라클 코드’는 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뉴욕, 상파울로, 런던,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 20개에서 개최되

는 오라클의 개발자 컨퍼런스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시별 릴레이로 진행된 전체 행사의 마무리 행사다.

약 1,3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케빈 월시 연구・개발(R&D) 수석 부사장, 세바스찬 다슈너 자바 챔피언 개발자,  

이일민 한국계 개발자 등이 참석해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 시대에 필요한 자바 코드의 기능과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바스찬 다슈너는 개발자들을 위해 CQRS 모델을 설명했다. 그는 “CQRS 코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가지

고 있어 클라우드 시대에 적절한 모델”이라며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더라도 코드를 읽어오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

하며 코딩을 시연해보이기도 했다.

‘오라클 코드 2017 서울’ 개최…
클라우드 시대 개발자를 위한 코딩 선보여

김형래 한국오라클 사장

김범수 Chosun Biz 기자



케빈 월시 부사장은 “개발자들의 코딩은 점차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여러 API를 조합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며 “오라클

은 오픈소스는 물론 어떠한 언어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생각하고 과거에 사용하지 않던 툴을 제공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일민 자바 개발자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출시된 자바9, 스프링5를 소개하고 이를 대략적으로 시연해보였다. 세계적인 

자바 개발자인 이일민은 한국의 자바 관련 대표적인 기술 커뮤니티인 한국스프링사용자모임(KSUG)의 설립자이며 소프트

웨어 베스트셀러인 ‘토비의 스프링3’ 저자이기도 하다.

김형래 한국오라클 사장은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마켓에서 가장 많은 디벨로퍼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 

1,500만 정도의 커뮤니티 유지 중”이라며 “오라클 코드 행사 뿐만 아니라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 프로그램 통해

서 디벨로퍼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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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월시 R&D 수석 부사장 이일민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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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명주기가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생에게 ‘포트란’을 권유하는 선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바는 어떨까? 자바는 인터넷 시대 가장 각광을 받았던 언어다. 현재도 웬만한 기업의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자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자바는 죽었다”거나 “자바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종

종 들린다. 실제로 요즘은 자바보다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면 인기가 더 많다. 자바는 정말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KSUG)’의 창립자이자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자바 개발자 이일민(일명 토비 리) 

씨는 이같은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오라클의 개발자 컨퍼런스 

‘오라클 코드’ 기존연설을 위해 방한한 이일민 씨로부터 자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이 씨는 현재 호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 씨는 “자바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단언했다. 프로그래밍 인기의 척도인 TIOBE INDEX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구인공고를 분석해보면 자바 개발자 수요가 가장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씨는 앞으로도 자바의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가 자바를 쓰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자바에 4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자바 생태계에 의해 위기를 극복했고 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바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언급한 4번의 위기는 ▲EJB 등 과도한 엔지니어링 ▲닷넷과의 경쟁 ▲루비 등 간결한 코드와 관계로 

무장한 언어와 기술의 습격 ▲함수형 프로그램과 비동기 논블로킹 개발의 도전이다.

이 씨는 “자바는 언제나 기본에서 멀어질 때 위기가 왔다”면서 “기술과 환경에 종속되지 않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라는 본질로 되돌아감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자바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구버

전과의 호환성이라는 가치를 놓지 않았고, 객체지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자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도 있다. 예를 들어 애노테이션(코드에 주석처럼 달아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의 범람이 대표적이다. 애노테이션은 코드를 적게 작성하고, 더 빠르게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

“자바가 죽었다구요? 
천만의 말씀!” 

심재석 바이라인네트워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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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바 진영 입장에서는 루비의 공격을 막아낸 1등 공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노테이션은 한계가 있었다. 컴파일러에 의해 검증이 불가능하고 상속 확장 규칙의 표준이 없었다. 이해하기 어렵

고 오해하기 쉬운 코드가 생산될 수 있으며, 테스트 및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웠다. 자바의 본질과 멀어졌다. 이 씨는 이런 문

제는 오는 9월 21일 정식 출시될 자바9와 스프링5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씨에 따르면, 자바9에는 FLOW API와 ReactiveStreams 표준을 담았다. 자바9가 반응형 프로그래밍 개발에 최적화 된다

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 씨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씨는 “스프링5처럼 반응형 프로

그래밍을 전면에 내세운 프레임워크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는데, 자바에 표준을 넣었다”면서 “앞으로는 자바 언어에 들

어있는 표준으로 개발하면 간단히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바9는) 어쩌면 자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면서 “자바로 개발을 15년 한 개발자도 새로 배워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바가 10년 젊어졌고, 계속 새로운 기술이 쏟아질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처음에는 php로 간단히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자바로 바꾸곤 하는데, 빠르

게 개발하기 편한 언어와 지속적인 안정성을 가진 언어는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자바가 오랫동안 중요한 기술 하부를 담

당하는 이유도 성숙한 언어이며 경력 있고 숙련된 개발자 층이 두텁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SUG의 창립자 이일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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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성패 가른다

| In＆Out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명과학, 물리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접목이 일어나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특징이다. 이전 

세대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수많은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곧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회로 삼아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

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도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은 새 기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기술이 기존 시스템에 적용되

고 다른 기술과 통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혁신의 성공은 기술 자체보다 도입과 활용 

능력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엘리베이터에 스마트 센서를 탑재해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면, 이는 혁신이라기보다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성능 개선이다. 센서를 통해 생성

되고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 대책과 에너지 

수요 예측까지 이뤄내야 진짜 혁신이다.

얼마 전 오라클을 통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한 고객사는 어떤 날씨에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해 비즈니스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를 마케팅 도구에 접목해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개별 마케팅에 활용하고 고객의 소리 역시 데이터화

해 분석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외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보다 민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혁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지금까지는 자원이 풍부해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변환을 통해 대기업처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작은 기업들도 

혁신적인 신기술을 쉽게 도입해 활용할 수 있다. 바로 클라우드를 통해서다.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 및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IT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IoT, AI, 챗봇,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주요 혁신 기술을 클라우드상에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형래 한국오라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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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는 경쟁력 있는 기술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새로 설립

하는 해외 지사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에는 해외 지사에 전문가를 보내고, 서버

와 장비를 구매하고,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등 상당한 자원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 1대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외지사 인프라를 구축했고 프로젝트 완료 시간도 일주일로 단

축했다.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혁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중소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얼마든지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유

망한 기술 자체보다는 이런 신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즉 ‘관점의 혁

신’에 있다.

관점의 혁신이란 다르게 보면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지런히 추격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기존의 

제도와 관행, 문화를 얼마나 기민하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면 손

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새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없다. 물론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능

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가용한 수많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새 경험과 가치를 이끌어내는 

관점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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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확산, 
올해가 ‘티핑 포인트’

| 기고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20년까지 10개 중 9개의 기업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

너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속도는 증가 추세

를 보이는 데에 반해 데이터센터

의 아웃소싱은 점차 하락세를 보

이고 있다고 한다. 가트너는 이 점

에 근거하여 2017년이 국내 클라우드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실제로도 비용 절감, 운영 최적화,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이라

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이 클라우드 솔루션에 주목

하는 것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아태 지역 전체에서도 드러나는 새로운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글로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몇 년 안에 아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디지털 변혁의 액셀을 밟고 있고, 동시에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망설이

는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디지털 변혁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브레이

크를 밟고 있는 것일까? 또 기업들이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아갈 때 얻는 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 클라우드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들

작은 기업부터 아주 큰 규모의 기업들까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근본 원인은 간단하다. 기업들은 현재 불안하기 때

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지역에서 단기 성장을 전망했지

만, 중장기 경제 예측의 경우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의 침체 및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다소 암울한 거시적 

요소를 경제 예측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불

확실성이 짙게 깔린 경제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은 부지런히 현대화와 

혁신을 쫓아야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때 대다수의 

기존 기업들은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IT 예산으로 현대화와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

은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론칭하여 가능성을 시험하는 동시

에 위험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의 도입은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점과 혁신이라는 기술적 이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들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빠르게 자사의 워크로드를 

이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인프라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게 되면 일관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과 퍼블릭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만큼 안정적

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클라우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기

도 한다. 특히, 정부, 교육, 의료, 금융 서비스와 같이 미션 크리티컬 시

스템 기반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통

제하는 기업에서는 보안과 데이터 통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

업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제시될 수 있을까?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준비, 원활한 환경 조성

현재 클라우드 공급업체들은 기업의 다양한 성능, 안정성 및 보안 요구 

이형배 한국오라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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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고성능 컴

퓨팅을 지원하는 컴퓨트,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기능을 포함하지만, 좀 

더 진화한 방향의 기업향 서비스도 포함한다. 바로 그러한 서비스의 예

로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탄력성과 온프레미스의 실용성, 보안, 예측성

을 결합하여 고성능, 고가용성, 경제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오

라클의 클라우드 앳커스터머 (Cloud@Customer) 서비스와 베어메탈 클

라우드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와 함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폭넓

은 기본 가상 컴퓨터(VM) 마이그레이션과 관리 도구가 속속 출시되면

서 이전보다 더 원활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이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온프레미스 전용 하드웨어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는 클라우드가 출시되면서 기

업의 선택을 넓혀 주는 것이다. 

IaaS, 클라우드 도입의 시작점

기업들이 인프라 클라우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처음 고려하는 환경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인 경우가 많다.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

하고 위험 부담이 적어 비즈니스를 현대화하고, 개발에 변화를 주는 혁

신과 신성장 동력으로써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례로 국내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인 피키캐스트

(Pikicast)는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 데이터 보존 전략 실행

을 목표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 저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 항목과 같은 사용자 패턴을 보다 효율적으

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키캐스트는 과거에 비해 유지보

수 비용을 98% 절감하며 향후 성장 행보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었다.

IaaS 도입으로 변화하는 개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도 있다.  

IT 솔루션 제공업체인 굿어스(Goodus)는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관리 솔

루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하지만, 멀티플랫폼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개발환

경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굿어스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도입함

으로써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솔루션을 도입한 현재, 빠른 응답 

속도와 경제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민첩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클라우드는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에도 기여한다. 팔콘리(Falkonry)가 

대표적인 사례다. 팔콘리는 데이터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인식하

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뇌 발작을 예상하고 모

니터링한 후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터프라

이즈급 클라우스 솔루션을 선택한 팔콘리는 현재 베어 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연산력을 빠르게 활용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

며,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고객들의 신뢰도를 얻고 있다. 

또한, 고객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즉시 접속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도입의 목표점

위에서 언급했던 오라클은 클라우드 앳커스터머(Cloud@Customer)  

모델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서비스를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보안과 데이터 통제가 중요한 고객들에게 고

객의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로서, 현재까지 OCM(Oracle Cloud 

Machine), Exadata CM, BigData CM 등이 출시되었으며, 클라우드 머신

을 통해 IaaS, DB PaaS, Big Data P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퍼

블릭 클라우드와 결합하여 활용하면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 및 현대

화, 개발 환경의 변화 및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현

재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도입이라는 출발점에 서있다. 클라우드 시대를 위한 환경은 이미 준비

되어 있으며, 도입에 따른 이점 또한 무궁무진하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라는 디지털 혁신의 플랫폼 위로 빠르고 안전하게 올라타기 

위해서 기업을 위해 특화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할 시점임은 자명하다.

출처 : IT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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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급 대형 기업만 주 고객으로 삼아온 오라클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맞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저렴하면서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친중소기업 IT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해 사업 전환기를 맞은 국내 스타트업 두 곳을 만났다. 범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는 아스크스토리와 가상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코어시큐리티다. 인터뷰엔 권지훈 아스크스토리 대표와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가 참석했다. 아스크스토리와 코어시큐리티는 직접 인프라를 구축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다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도입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회사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주로 관리하는 ‘오

라클 디지털 프라임’ 조직에 의해 발굴된 고객사다.

아스크스토리는 IBM 왓슨이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처럼 특정 영역에 최적화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AI)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아스크스토리의 AI 엔진 ‘아스키(ASKI)’를 개발해 여러 분야로 사업화를 진행

하고 있다. 아스크스토리는 2015년 구인구직 플랫폼인 ‘와이미(WhyMe)’를 선보였다. 와이미는 데이팅 앱처럼 구인자

와 구직자를 AI 기반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그리고 올해 사물인터넷(IoT)과 AI기술을 결합한 환경제어기기 ‘마이온도

(MyOnDo)’를 선보였다. 마이온도는 시중의 에어컨에 장착 가능한 모듈형 기기로, 에어컨 주위 사람의 활동과 온습도 데이

터를 학습하며 작동 모드를 진화시킨다.

 

와이미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마이온도는 머신러닝을 핵심 기술로 사용한다. 와이미는 가입자의 입력 데이터와 소셜 데이

터를 통해 성향을 분석한 후 적합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연결해준다. NCS 직무평가표 데이터도 AI 강화에 활용한다. 에

어컨 사용자의 실생활 패턴과 온습도, 기상청 정보, GPS 정보 등을 학습해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최적함을 느

끼는 온도로 관리한다. 권지훈 대표는 “궁극적으로 현재 별개로 운영 중인 와이미와 마이온도의 아스키 엔진을 2020년까

지 통합 엔진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아스크스토리는 와이미와 마이온도 시스템에 오라클 클라우드의 컴퓨트,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등의 서비스

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접속량 증가 시 빠르게 자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해 오라클 클라우드의 확

장성 역량을 활용한다. 대규모로 축적해야 하는 각종 데이터도 저렴한 오라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 비용 부담을 대

폭 줄였다.

 

스타트업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택한 이유

김우용 ZDNet Korea 기자



AUTUMN 2017ORACLE KOREA MAGAZINE     157

권 대표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하드웨어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오라클 가상서버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저렴하고 쉽다”며 

“VM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해 설정된 이미지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과 글로벌 인프라 덕분에 글로벌로 서비

스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오라클 클라우드의 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가상머신은 고가 서비스를 활용

하는 경우와 저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성능적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코어시큐리티는 침해사고 대응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보안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워게임 환경을 구축

하고, 가상의 침해사고 시나리오를 직접 진행하며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는 

“사이버 보안 인력은 자생적으로 인터넷에서 배우고 성장해 인력시장에 들어온다”며 “그런데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은 주로 공격 기술 관련이고, 실제로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출 콘텐츠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코어시큐리티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보안 직업군을 분류하고, 각 직업군에 맞는 세부 기술 능력을 정의한 

뒤, 그에 따라 역량을 개발해가는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에 따라 고객사의 역량을 측정해 도달 목표와 훈련 진행 수준

을 정하게 된다. 침해사고 대응 훈련은 코어시큐리티의 ‘코어사이버레인지’를 통해 진행된다. 가상의 훈련장으로, 실습생

을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침해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실습한다. 학습자는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서 5~6주 단위의 훈련 기간 동안 성장하게 된다. 코어시큐리티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해 교육 과정을 진

행한다. 코어시큐리티는 코어사이버레인지의 가상 환경을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게 됐다.

 

침해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동시에 수많은 교육생이 활동한다. 교육생마다 가상의 디바이스가 지급돼야 하고, 수많은 가상 

디바이스가 복잡한 활동을 동시에 벌인다. 이를 위해 한번에 많은 가상 머신을 손쉽게 생성해 배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

스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했다. 김태일 대표는 “종합적 시나리오의 경우 한 팀당 가상 머신 100대 

이상 필요해지며, 심지어 수천수만 대 가상 머신 동시 운영도 필요해진다”며 “이전엔 온프레미스 서버로 해결하려 했는데, 

감당하기 힘들었고, 하드웨어 갖추지 않고 대규모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됐다”라

고 설명했다.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는 VM웨어 또는 KVM 기반 데이터센터 워크로드를 VM,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수정하지 않고 오라

클 퍼블릭 클라우드나 여러 클라우드 환경으로 있는 그대로 원활하게 배포한다. 민첩한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위해 

온디맨드 및 경제적인 확장을 지원한다.

 

코어시큐리티는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도입 후 시스템 인프라 설계에 들어가던 시간을 수분 단위로 대폭 단축했다. 인프

라 설계 시간을 줄이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오라클 라벨로를 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

는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SDK 때문이었다”며 “우리가 사용하길 바라는 대규모 확장성, 동시 제어 등을 제공하고, 교육생 수

준에 맞춰 환경을 설정하기 쉬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 설계만 잘 된다면 을지훈련 수준의 대규모 워게임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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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이터베이스(DB) 시장 강자인 오라클은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오라클은 대기

업 중심의 고객군을 탈피,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SMB)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나

섰다. 실제로 작은 규모 기업들도 이젠 오라클의 고객이 되고 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올인’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변

화다.

최근 오라클의 고객이 된, 그것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인공

지능(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아스크스토리와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인 코어시큐리티를 만나 클라우드 인

프라 서비스(Iaa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아스크스토리(AskStory, 대표 권지훈)는 2013년 설립된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이다. 회사가 정식 창립되기 전인 2011

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지난 2015년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접목한 자체 AI 엔진인 ‘아스키

(ASKI) HR’을 처음 개발했다. AI 구인・구직 플랫폼인 ‘와이미(WhyMe)’를 만들어 본격 사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에는 냉・난방 온도 제어에 특화된 AI 엔진인 ‘아스키 에너지’를 만들었다.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통계 기술과 모션

센서, GPS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이 결합된 이 엔진을 탑재한 에어컨 전용 사물인터넷(IoT) 기기인 ‘마이온도(MyOndo)’도 

개발해 최근 출시했다.

‘마이온도’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에어컨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동시에 사용자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학습해 자동으로 최적의 실내 온도에 맞춰 제어할 수 있다. 에어컨을 새로운 기기로 변경하지 않아도 스마트한 

IoT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스크스토리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나아가 국내 통신사들이 만든 AI 스피커에 탑재된 음성인식 기술까지 접목해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습기, 실내조명 등  

다양한 생활가전과 기기에 접목해 온・습도를 포함한 맞춤형 환경 제어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사용자 활동에 기반한 AI 기술로 사용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권지훈 대표의 설명이다.

[AI 스타트업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 
아스크스토리

이유지 BYLINE NETWO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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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크스토리는 하이얼 등 중국 3대 가전업체들과 기술검증을 완료하고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베타서비스를 선보이는 ‘아스키 HR’ 기반의 지능형 구인・구직 플랫폼인 ‘와이미(WhyMe)’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

트 형태도 출시한다. 서울시 채용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아스크스토리는 AI 기반 환경제어 플랫폼과 지능형 구인・구직 플랫폼의 인프라를 클라우드 서비스(IaaS)를 활용해 구축했

다. 보안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AI 알고리즘 등 가장 핵심 영역은 온프레미스(구축형) 시스템 환경에 구축했지만 데이터 수

집 영역을 포함해 전반적인 기반 인프라는 클라우드 상에 구현했다.

향후 사용자 증가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부터 글로벌 사업을 염두

에 뒀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 오라클의 가상 컴퓨팅 서버를 이용해 바로 각각의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오라클은 가상 머신(VM)을 이용한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해줘 설정이 완료된 VM을 이용해 가상서 버를 쉽고 빠르고 

추가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클라우드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과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많

아지면 하드웨어 시스템 증설 비용 문제가 커진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계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에 초창기에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채택했으며, 새롭게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돼 병행 채택하고 있다”라

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마이온도’와 ‘와이미’ 시스템이 분리돼 있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아스키’ 핵심 엔진과 서버들을 통합,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모듈화 형태로 구축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스크스토리는 현재 오라클의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ORACLE OVERVIEW 160

오라클은 
어떤 회사인가요?

오라클(Oracle Corporation)은 1977년 래리 엘리슨이 봅 마

이너, 에드 오츠와 함께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에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개발, 상용화한 것을 시작으로 설립돼 현재 전세

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오라클은 지난 

2009년 4월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

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완벽

히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오라클 현황

설립일자 1977년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쇼어즈 
(Redwood Shores, California, U.S.A.)

직원 수
130,000명(2016년 기준)

37,000 개발자 및 엔지니어/ 18,000 지원인력/ 

17,000 컨설팅 전문가

주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 컨설팅, 교육

고객사수

- 420,000곳 (전 세계 145개국) 
     310,000 데이터베이스 고객/ 120,000 미들웨어 고객/ 

105,000 애플리케이션 고객/ 315,000 이상의 중견중소기업 
고객/ 70,000 하드웨어 고객/ 5,000 엔지니어드 시스템 고객 

-  산업별 고객 현황 (포춘 100대 기업 모두가 오라클의 고객)
     항공우주 및 방위 업계 상위 10개 기업/ 항공 업계 상위 20
개 기업/ 자동차 업계 상위 20개 기업/ 은행 업계 상위 20대 
기업/ 공공 부문 상위 20개 조직/ 하이테크 업계 상위 20개 
기업/ 보험 업계 상위 20개 기업/ 제조 부문 상위 20개 기업/ 
의료기기 업계 상위 20개 기업/ 석유 및 가스 업계 상위 20
개 기업/ 제약 업계 상위 20개 기업/ 리테일 업계 상위 20개 
기업/ SaaS 공급업체 상위 10개 기업/ 서플라이 체인 업계 
상위 20개 기업/ 통신 업계 상위 20대 기업/ 상위 20개 대학/ 
유틸리티 업계 상위 10개 기업

파트너사 수 25,000 이상의 파트너

매출액
FY15(2014년 5월) 기준 USD $38.2 Billion 
(한화 약 42조원)

홈페이지 http://www.oracle.com/

오라클의 최신 전략 

오라클, 다양한 기업 환경에 맞는 폭넓은 솔루션 기반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주력

클라우드 컴퓨팅은 차세대 IT 환경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오라클은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PaaS(서비

스형 플랫폼) 및 IaaS(서비스형 인프라)를 아우르는 가장 다양

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

들이 현재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방식을 선택하고, 이

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업계 표준 기반의 광범위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

클 클라우드는 고객이 서브스크립션 가격 모델로 오라클 플랫

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소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두 완벽하게 오라클에 의해 관리, 호스트 및 지

원된다. 다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오라클 클라우드는 고객이 사일로 형태의 다수의 퍼블

릭 클라우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비즈니스 프로

세스의 분산을 방지해 준다. 고객 및 파트너들은 오라클 클라

우드를 통해 오라클 엑사데이터(Oracle Exadata)와 오라클 

엑사로직(Oracle Exalogic)을 비롯,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

리케이션 구동에 높은 성능과 안정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엔터

프라이즈급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구

성, 확장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IT 개발자 및 관리자들은 보

다 쉬운 개발, 구축,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다.

오라클의 핵심 제품인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Oracle Database 12c)’가 최근 출

시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c’는 클라우드(Cloud)를 뜻하며, 

하나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플러그인하는 개념으로, 리소스를 최적화되게 사용하면서, 각

각의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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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SW와 HW의 완벽하게 결합된 ‘엔지니

어드 된’ 일체형 제품 공급

오라클은 최근 7년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정교하

게 결합시킨 엔지니어드 시스템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해 왔다. 

오라클 엔지니어드 시스템 출시 이후 IT 업계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결합 솔루션 출시가 잇따르며 ‘어플라이언스’

가 주요한 기술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라클은 데이

터베이스에서 미들웨어, 분석 애플리케이션까지 영역을 확장

하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출시 3년 만에 전세계 2천개 가량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시장

에 돌풍을 일으킨 오라클 엑사데이터 데이버베이스 머신에 

대해 오라클의 CTO이자 이사회 의장인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세계의 어떠한 

컴퓨터보다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라클이 지금까지 선보인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1) 엑사데이

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2)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3) 엑

사리틱스 인메모리 머신 (4)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5) 오라

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6) 스팍 슈퍼클러스터 등 6 종

류가 있다. 6종류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1) 뛰어난 성능 (2) 

짧은 구축시간으로 인한 빠른 가치 환산 (3) 줄어든 변화 관리 

위험 요인 (4) 쉬운 관리 및 업그레이드 (5) 원스탑 지원 (6) 낮

은 소유비용으로 시장에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오라클 엔지

니어드 시스템은 최적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DBMS를 비롯한 

업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 최적화 설계함으로써 극

대화된 성능과 안정성, 쉬운 구축과 확장을 지원한다. 오라클

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활용하는 제 

3의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폭넓게 지원해 어플라이언스 사용

으로 인한 벤더 종속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국내에서 SKT, 보광훼미리마트, 아시아

나항공, 우리은행 등을 대표적 고객 사례로 확보하고 제조, 금

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선택되고 있다. 오라클 엔지니

어드 시스템은 도입 고객들로부터 ‘충격적인’ 성능 향상이라 

평가 받으며, POC(Proof of Concept)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선택,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오라클은 엔지니어

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관리에 접근하고 있다. 오라클의 빅

데이터 전략은 고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빅데

이터 시대의 니즈에 맞게 진화시켜가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오

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검증된 안정성과 유연성, 성능

적 이점을 발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라클은 빅데이터를 위한 대안으로 클라우데라 하둡 배포판

(CDH)과 오픈소스 배포판 ‘R’, 오라클 NoSQL DB 커뮤니

티 에디션과 오라클 핫스팟 자바 가상 머신을 자사의 시스템

상에서 엔지니어링한 오라클 빅 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제공

한다. 이 제품은 오라클 빅 데이터 커넥터를 통해 고객이 하둡 

및 오라클 NoSQL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존의 오라클 데

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자원과 쉽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라클은 엔지니어드 시스템 제품군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의 고성능 처리를 지원한다. 이 솔루션들은 빅데이터 어

플라이언스와 고 대역폭의 인피니밴드(Infiniband)로 연결되

어 빅데이터 시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

공한다. 

기업이 빅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해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한 새로운 소

스를 얻고, 고객의 행동 및 시장 트렌드에 대한 신선한 통찰력

을 갖기 위함이다. 하지만, 하둡, No SQL, 시스템 인프라와 네

트워크 등 이를 위한 기술 요소들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일은 

기업에게 결코 쉽지 않다. 오라클은 고객이 이러한 어려움 없

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한 발 앞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

록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한국

오라클은 기업이 범람하는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 속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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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의 사업 영역

오라클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테크놀로

지 제품군에는 업계 최고의 가용성과 안정성, 성능을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

양한 옵션 제품들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및 스토

리지의 완벽한 통합 제품인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등

을 제공해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국내에서 SKT, 보광훼미리마트, 아시아나항공

을 비롯 제조,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빠르게 채택

되며, 히트 제품으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오라클 미들웨어 오라클은 전략적인 기업합병을 통해 제품

군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해 고객의 요구에 보다 신

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파트너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퓨전(Fusion)’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오라클 SOA 스

위트(Oracle SOA Suite)와 오라클 웹로직 스위트(Oracle 

WebLogic Suite), 오라클 웹센터 스위트(Oracle WebCenter 

Suite), 오라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Oracle Identity 

Management) 등과 클라우드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통합 플랫폼 오라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Oracle 

Exalogic Elastic Cloud)등이 오라클 미들웨어 제품군을 대표

한다.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퓨전 전략을 표방한 이래, 오라클은  

지난 몇 년간 피플소프트, 시벨, BEA, 하이페리온 등을 포함

해 70여개 우수 기업을 인수하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의 극

대화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제품군

은 ERP, CRM, SCM, EPM/ BI 등으로 나뉜다. 완벽한 통합 

패키지로 고객들의 비즈니스 수행을 지원하는 오라클 e-비

즈니스 스위트(Oracle E-Business Suite), 중견기업을 위한 

ERP 솔루션인 오라클 JD 에드워즈 엔터프라이즈원(Oracle’

s JD Edwards EnterpriseOne), 인사관리 솔루션인 오라클 

피플소프트 엔터프라이즈(Oracle’s PeopleSoft Enterprise),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오라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스위트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Suite)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

고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세 번째 엑사시리즈로 BI를 통합한 오라

클 엑사리틱스 인메모리 머신(Oracle Exalytics In-Memory 

Machine)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성

장을 지속하며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국내 시장에서 입

지를 강화하고 있다. 

오라클 시스템 오라클은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업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

프트웨어와 미션 크리티컬 컴퓨팅 시스템을 결합할 수 있게 되

었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스크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특히, 오라클 하드웨어 제

품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

리케이션의 구동은 물론, 써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동

을 최적화하는 기술력을 무기로 시장의 입지를 빠르게 높여

가고 있다. 유닉스 기반 스팍 서버와 x86 서버 및 NAS, SAN, 

Tape, 가상화 소프트웨어, OS에 이르는 완벽한 시스템 포트폴

리오를 차별화된 무기로 시장을 공략한다. 합병 이후, 최근 시

장 점유율에서도 연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영향력을 높

여가고 있다.

한국오라클 소개

1989년 설립된 오라클사의 한국법인 한국오라클(사장 김형

래, www.oracle.com/kr)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테

크놀로지 사업부,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이르는 4

가지 비즈니스 영역의 솔루션 공급뿐 아니라 컨설팅 및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5,000여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

스 수행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IT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발휘의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발

판 마련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 몇 년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

난해와 올해에 걸쳐 연이어 본사가 선정한 성과와 기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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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파트너, 직원 관리 부문의 챔피언으로 여러 차례 선정

돼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 

삼성, LG전자, 두산그룹, 한화그룹, KT, SKT, 국민은행, 대한

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000여 기업이 오라클의 제품을 활용

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를 인정받

아 한국오라클은 2012년 본사로부터 ‘아시아 지역 최우수 국

가(베스트 컨트리)’로 선정된 바 있다.

설립일자 1989년 11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2층

대표

김형래 사장(1961년생)
지난 30여 년간을 IT업계에 종사하였으며, 2008년 한국오라
클에 합류해 장기적인 사업개발, 고객관계활동, 대 정부활동 
및 지역관계활동 등을 책임지며 한국오라클을 대표하고 있다. 
2014. 한국오라클(유) 사장
2013. 한국오라클(유) 테크놀로지 사업총괄 수석부사장
2011. 한국오라클(유) 테크놀로지 사업총괄 부사장
2008. 한국오라클(유) 퓨전 미들웨어 사업총괄 부사장
2005.  비이에이시스템즈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1997. 한국HP 소프트웨어 사업본부장
1994. 삼성 HP 컨설팅사업본부 PDM/PLM사업부장
1990. 삼성HP㈜ 삼성담당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팀장
1987. 삼성HP㈜ CAD/CAE/CASE컨설턴트
1984. 삼성HP㈜ HP-UX시스템엔지니어
1983. 삼성전자 HP사업부 개발부 입사(삼성그룹공채)

홈페이지 www.oracle.com/kr 

오라클의 인수합병 기업 현황

인수 기업명
인수 
시점

기업 설명 분류

2005년

1
피플소프트

(PeopleSoft)
1월

2004년 JD Edwards (JD에드워즈)를 
인수한 세계적인 ERP 업체이자 HCM 

(인사관리솔루션) 분야 1위 업체

애플리케이션
(HCM)

2 오블릭스 (Oblix) 3월 계정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보안)

3 리텍 (Retek) 4월 세계1위의 유통 애플리케이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보안)

4 트리플홉 (TripleHop) 6월 포괄적인 기업용 검색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검색)

5 타임스텐 (TimesTen) 6월
세계1위의 메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MMDBMS) 업체
데이터베이스

(MMDB)

6
프라핏로직
(ProfitLogic)

7월 판매데이터분석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통)

7
컨텍스트미디어
(Context Media)

7월 기업 컨텐츠 통합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컨텐트 관리)

8 아이플렉스 (iFlex) 8월
인도회사. 세계적인 코어뱅킹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금융서비스)

9 시벨 (Siebel) 9월
세계1위의 CRM 전문업체로 2006년 1월 

합병절차 최종완료
애플리케이션 (CRM)

10 G-로그 (G-Log) 9월 물류와 운송관리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SCM)

11
이노베이스
(Innobase)

10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 개발업체 데이터베이스

12
소어테크놀로지

(Thor Technologies)
11월

계정관리 및 접근관리 분야의
 가상 디렉토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13
옥텟스트링

(OctetString)
11월

계정 및 접근관리 분야의 
가상 디렉토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14
템포소프트

(TempoSoft)
12월

워크포스 스케줄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통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통)

2006년

15
360커머스

(360Commerce)
1월

유통과 물류분야의 오픈 스토어와 
멀티채널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통)

16
슬리피캣

(Sleepycat)
2월

‘버클리DB’라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17 핫십(HotSip) 2월
메시징 소프트웨어 업체. 차세대 통신 
프로토콜인 접속설정 프로토콜(SIP) 
기반 메시징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

미들웨어 (통신)

18
포털 소프트웨어

(Portal Software)
4월

통신과 방송산업을 위한 빌링 및 
순익관리 솔루션 공급업체

미들웨어 (통신)

19 넷4콜(Net4Call) 4월
통신업체를 위한 Parlay/OSA 서비스 

제공 컴포넌트 제공업체
미들웨어 (통신)

20 디맨트라(Demantra) 6월
디맨드 중심(Demand-driven) 플래닝 

솔루션 제공 기업
애플리케이션 
(ERP, SCM)

21
텔레포니 앳 워크

(Telephony@Work)
6월

통합 IP기반의 컨택 센터 서비스 
(contact center service)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CRM)

22
시그마 다이나믹스
(Sigma Dynamics)

8월 실시간 예측분석기술 제공 업체 미들웨어 (BI)

23
썬업시스

(Sunopsis)
10월

고성능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제품 
제공업체

미들웨어 (DI)

24 메타솔브 (MetaSolv) 10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산업에 영업지원

시스템 관련 솔루션 제공 업체
애플리케이션 (OSS)

25 스텔런트 (Stellent) 11월
글로벌 기업콘텐츠 관리(ECM)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ECM)

26
SPL 월드그룹

(SPL WorldGroup)
11월

유틸리티 업계를 위한 매출 및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2007년

27
하이페리온
(Hyperion)

3월
기업성과관리(EPM)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BI)

28 탱고솔 (Tangosol) 3월 데이터 그리드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29 로드스타 (Lodestar) 4월 미터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애플리케이션

30 앱포르지 (AppForge) 4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애플리케이션

31
애자일 소프트웨어
(Agile Software)

5월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32 바로사 (Bharosa) 7월
사용자 인증 및 보안, 계정관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33
브릿지스트림사 
(Bridgestream)

9월 엔터프라이즈 권한관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34
넷슈어 텔레콤

(Netsure Telecom 
Limited)

9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업체 미들웨어

35
인터레이스시스템즈 
(Interlace Systems)

10월 운영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미들웨어 (BI)

36
로지컬앱스

(LogicalApps)
10월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37 모니포스 (Moniforce) 12월 사용자 경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2008년

38
캡토베이션

(Captovation)
1 월 문서 캡쳐 솔루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ECM)

39
BEA 시스템즈

(BEA Systems)
1월 미들웨어 전문 업체 미들웨어

40 엠피릭스 3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전문업체 미들웨어

41
어드민서버

(AdminServer)
5월 보험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2
스카이와이어
(Skywire)

6월 보험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3
Global Knowledge 

Software LLC
8월 자가 트레이닝 자동화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44 클리어앱 (ClearApp) 9월 SOA애플리케이션 관리 전문업체 미들웨어

45 AVT 10월 3D 비주얼 플래닝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6
프리마베라
(Primavera)

10월 프로젝트관리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7 헤일리 (Haley) 10월
정책 모델링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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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8 엠벨런트(mValent) 2월
애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9 렐시스(Relsys) 3월
의약품 안전 및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50
썬마이크로시스템즈
(Sun Microsystems)

4월 컴퓨터 서버 업체 시스템

51
버추얼아이언
(Virtual Iron)

5월 가상화 전문업체 테크놀로지

52
컨포미아 소프트웨어

(Conformia 
Software)

6월 생명과학 부문 PPLM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53
골든게이트 소프트
웨어 (GoldenGate 

Software)
7월 실시간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54 하이퍼롤 (HyperRoll) 9월 재무보고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2010년

55
실버크릭 시스템
즈 (Silver Creek 

Systems)
1월 제품 데이터 품질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56
앰버포인트 

(AmberPoint)
2월 SOA 런타임 거버넌스 솔루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57 컨버진 (Convergin) 2월 실시간 서비스 브로커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통신)

58
Art Technology Group 

(ATG)
2월 E커머스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59
페이즈포워드

(Phase Forward)
4월 생명과학 부문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60
마켓투리드

(Market2Lead)
5월 CRM디맨드 제너레이션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61 세체르노 (Secerno) 5월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업체 데이터베이스

62

이서브글로벌즈 USP
(eServGlobal’s 

Universal Service 
Platform :USP) 

5월
IT기반 선결제 과금솔루션 업체의 선지불 

SW 분야
애플리케이션

63
데이터스케일러
(DataScaler )

10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업체 데이터베이스

2011년

64 엔디뷔어 (Ndevr) 2월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65
데이터노믹

(Datanomic)
4월

고객 데이터 퀄리티 및 리스크와 컴플라
이언스 관련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66
팻와이어 소프트웨어
(FatWire Software)

6월 웹 경험 관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67
필라 데이터 시스템즈
(Pillar Data Systems)

6월 SAN, I/O 스토리지 전문 업체 시스템

68
케이스플라이스

(Ksplice)
7월 리눅스 커널 패치 전문 업체 시스템

69 인큐리어 (Inquira) 7월 지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70
고어헤드 소프트웨어              
(GoAhead Software)

9월
COTS(commercial off-the-shelf 
solutions)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71 엔데카 (Endeca) 10월
비정형 데이터관리, 웹 커머스, BI 

솔루션 전문 업체
미들웨어

72
라잇나우 테크놀
로지(RightNow 
Technologies)

10월 클라우드 기반 CRM 솔루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2012년

73 탈레오 (Taleo) 2월 인적자원관리(HR)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

74
클리어트라이얼

(ClearTrial)
3월 클라우드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

75 비트루 (Vitrue) 5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마케팅 및 

인게이지먼트 플랫폼 업체
애플리케이션

76
콜렉티브 인텔렉트

(Collective Intellect)
6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인테리전스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77 인볼버 (Involver) 7월 소셜 마케팅 기업 애플리케이션

78 스카이어 (Skire) 7월
클라우드 기반 및 온프레미즈 캐피탈 

프로그램 관리 및 시설 관리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79
엑시고 시스템즈
(Xsigo Systems)

7월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업체 시스템

80
셀렉트마인즈
(SelectMinds)

9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역량 소싱 및 기업 

동문회 관리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81
인스탄티스
(Instantis)

11월
클라우드 기반 및 온프레미스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82 엘로콰 (Eloqua) 12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83
데이터레이커
(DataRaker)

12월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

2013년

84
애크미 패킷

(Acme Packet)
2월 세션 보더 컨트롤 기술 업체 시스템 (통신)

85
님불라

(Nimbula)
3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86 테켈렉 (Tekelec) 3월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신호, 

정책 제어 및 가입자 데이터 관리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통신)

87
컴펜디움

(Compendium)
10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업체 애플리케이션

88
빅머신스

(BigMachines)
10월

클라우드 기반 CPQ (Configure, Price, 
Quote)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89
비쳐 모바일

(Bitzer Mobile)
11월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모빌리티)

90
너바닉스
(Nirvanix)

12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 시스템

91
리스폰시스
(Responsys)

12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애플리케이션

2014년

92 블루카이(BlueKai) 2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93 코렌테(Corente) 3월 SDN 전문업체 시스템 (가상화)

94
그린바이트

(GreenBytes)
5월 ZFS기술 제공업체 시스템

95 라이브룩(LiveLOOK) 6월 코브라우징(Co-Browsing) 기술 업체 애플리케이션

96
마이크로스 시스템스
(Micros Systems)

6월 소매 분야 분야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 리테일

97
TOA 테크놀로지스
(TOA Technologies)

7월
클라우드 기반 인사 및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98
프론트포치디지털

(Front Porch Digital)
9월

콘텐츠 스토리지 관리 및 아카이브 
솔루션 제공업체

시스템

99
데이터로직스
(Datalogix)

12월 데이터 기반 온라인 광고마케팅 기업 애플리케이션

2015년

100
맥시마이저

(Maxymiser)
8월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101
클라우드몽키

(CloudMonkey)
8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등 LLC 제품 
인수

미들웨어

102
스택엔진

(StackEngine)
12월 클라우드 업체 미들웨어

2016년

103 애드디스 (AddThis) 1월
퍼블리셔 퍼스널라이제이션, 오디언스 
인사이트 및 액티베이션 툴 제공 업체

애플리케이션

104
라벨로 시스템즈

(Ravello Systems)
2월 클라우드 업체 미들웨어

105
크로스와이즈
(Crosswise)

4월
머신러닝 기반 크로스-디바이스 

데이터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106 텍스투라 (Textura) 4월
건설 계약 및 결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인더스트리 솔루션 

(엔지니어링 및 건설)

107 오파워 (Opower) 5월
고객 인게이지먼트 및 에너지 효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인더스트리 솔루션 

(유틸리티)

108 넷스위트 (NetSuite) 7월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109 로그파이어 (LogFire) 9월
클라우드 기반의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 제공 업체
애플리케이션

110 팔레라 (Palerra) 9월 클라우드 보안 자동화 업체 미들웨어







VMware 가상화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동하세요, 아주 손쉽게.

그것만으로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Lift-and-Shift 비용 절감 비즈니스 민첩성 확보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싶니까? 

지금 cloud.oracle.com로 접속 또는 080-2194-114로 연락하세요!

VMware 가상화 환경을 

네트워크를 포함해 변경 없이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VMware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는 것보다 

30~70% 비용이 

절감됩니다.

필요한 가상화 환경을 

추가적인 설정 없이

전 세계 원하는 지역에 

언제든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지원, 통합, 보안이 가능한 단 하나의 클라우드 

Oracle Cloud 
vs.

Amazon Web Services

Source: “3.7x Faster Provisioning” encompasses creating an account, provisioning/configuring software, setting up load balancing, provisioning a public IP address, and setting up monitoring and alerts—all in 1 hour, 55 min 
with Oracle platform and infrastructure services vs. Amazon Web Services at 7 hours, 5 min. “Zero Commands Required” references Oracle’s platform services requiring no command-line interfaces to patch, backup, or 

restore the whole environment, or scale Weblogic Server up/down. “10x Lower Archive Storage Cost” is based on the price of Oracle’s archive storage service vs. Amazon’s Glacier as of 9/14/15.
Copyright © 2016,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Oracle and Java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Oracle and/or its affiliates.

더 낮은 아카이브 
스토리지 비용

더 빠른
프로비져닝 

추가로 요구되는 
커맨드

10x
3.7x

ZERO

oracle.com/kr/cloud/iaas
또는 080.2194.114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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