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02
ORACLE OPENWORLD 2017 차세대 유망 기술(NEXT BIG THINGS)

IT’S BOLD
FUTURE

더욱 강력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머신 러닝 혁명 등
많은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Oracle OpenWorld 2017에서 소개됐다.

작년 10월 1일 일요일부터 10월 5일 목요일까지 개최된 Oracle OpenWorld 2017 행사에서 업계
최고의 기술자와 IT 리더들이 오라클과 고객사들의 몰입형 양방향 데모와 최신 기술 및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에는 175 개 국가에서
6만 명이 참석했으며 2천300 개 세션이 제공되고 3 천 여 개 고객사와 파트너들을 위한 연단이
마련됐다. 또한, 500 개 이상의 오라클 기술 세션, 데모 및 사례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오라클의 소셜 채널을 통한 컨퍼런스 생중계는 1천8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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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회장 겸 CTO인 Larry
Ellison은 Oracle Database
18c를 발표했으며 이를 세
계 최초의 “자율 주행(selfdriving)” 자율 데이터베이스
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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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Larry Ellison’s
중대 발표

오라클 회장 겸 CTO인 Larry Ellison의 개막식 기조연설은
언제나 행사 첫날 가장 주목을 받아 왔으며 일요일 밤 연설에
서 Ellison은 완전히 몰입한 청중들에게 IT의 미래를 그 어느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는 자율적인 능동형 자가 관리 시스템에
서 찾았다고 밝혔다.

그 미래는 도래했으며 Ellison은 Oracle Database 18c 의 형태
를 한 세계 최초의 100% “자율 주행” 데이터베이스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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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Ellison은 이 새로운 릴리스가 자사 주력 데이터의 차세대

이는 실로 대단한 기술이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를 해내지 못했다.
이는 오라클이 오랫동안
이루어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 LARRY ELLISON, 오라클 회장 겸 CTO

제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하다고 밝혔다.

머신 러닝 -Ellison 은 “인터넷만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설명- 을 통해 지원되는 Oracle Database 18c의 셀프 패치 및 셀
프 튜닝 기능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람의 실수를 거의
제거함으로써 보안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
리자가 보다 수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
도록 돕는다.

자율 자동차, 로봇, 드론 및 기타 머신 러닝 기반 스마트 장치들
이 교통, 제조, 화물 운송 및 기타 업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되는 것처럼 머신 러닝 기술은 IT 보안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변
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대량의 로깅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침입자가 손상을 입히기 전에 이상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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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로봇과 가상 현실은 전시장의 전면과 중심부에 배치됐다.

패턴을 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원

사람의 실수가 주요 원인이 됐다.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한

지원할 것이다.

다면, 훨씬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자동화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Ellison 은 CFO로 가장한 누군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컴퓨터
에서 재무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모든 Oracle Cloud 오퍼링들과 마찬가지로, 이 업체는 자사

캘리포니아의 한 소매 유통 업체를 사례로 제시했다.

의 모든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버전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서는 물론, Oracle Cloud at Customer 프로그램에 따라 고

Ellison 은 “이는 아군 컴퓨터와 적군 컴퓨터 간에 벌어지는

객의 방화벽 뒤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오라클은

사이버 전쟁”이라며 최근 발생한 Equifax 침해 사례를 언급했

Oracle Autonomous Express Database Cloud Service, Oracle

다. 이는 미국인 1억 4천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

Autonomous NoSQL Database Cloud Service 등과 같은 기타

건이며 주요 네트워크 시스템들에 대한 패치 적용에 실패한

자율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1천800만
오라클의 소셜 채널을 통한 컨퍼런스 생중계 뷰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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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OpenWorld 의 월요일 행사 무대에 오른 오라클의
CEO인 Mark Hurd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와해로 인해 CEO 들은 비용을 줄이면서 더 높은 고객

Day 2

가치와 주주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Hurd 는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 응대와 관련한 혁신
에 투자하기 위해 신속하게 여유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Hurd

“필연적인” 혁신

는 오전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종착지”이며 “이는 이제 향후 몇 년 간 컴퓨팅의 발전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rd 는 많은 기업들의 IT 예산이 저조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이들 예산의 80% 이상이
패치,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등에 배정되고 있으며 소
비자와 기업 고객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는 현대화된 애플리케
이션과 고객 접촉 지점 등에 투자할 자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종착지로서, 이는 이제 향후 몇 년 간
컴퓨팅의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다. 데이터 유출이 중역 수준의 우려 사항이 되면서 보안 우려
는 혁신에 대한 가능한 투자도 고갈시키고 있다.

- Mark Hurd, 오라클 CEO

한편으로는 혁신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다른 편으로
는 어려운 경제 전망이 제기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해 많은

PHOTOGRAPHS: CHARLOTTE FIORITO/COMPASSPHOTOGRAPHERS.COM, TUE NAM TON

COVER STORY 02 _ Oracle OpenWorld 2017 차세대 유망 기술 - IT’S BOLD FUTURE

16

1 8 세기 영부인 A b i g a i l
Adams가 교육의 본질에 대
해 밝힌 조언은 Collective
Learning 세션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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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점차 더 많은 IT 워크로드를 오라클과 같은 클라우드

단일 e커머스 쇼핑 경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Gap의 총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전환하고 있다.

괄 부사장 겸 CIO인 Paul Chapman가 Hurd와의 대화를 통해 피
력했다.

Hurd 는 기업 관리자들이 “위험 부담을 넘기려고, 복잡성을
넘기려고, 비용 부담을 넘기려고” 이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

Chapman 은 Gap 이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스포츠 코트를

다. “이를 여기에서 저기로, 즉, 귀사에서 오라클로 가져오기를

개조했어야 한다며 농담을 던졌다. 그는 “그 사업을 접었어야

원한다.

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비디오 방송에 출연한 Caesar Enter-

클라우드의 개방성 유지

tainment 의 CEO인 Mark Frissora 등을 비롯해 Hurd의 기조연

Oracle Cloud Platform 부문 제품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설 도중에 참여한 오라클 고객들을 통해 입증됐다.

Amit Zavery는 Oracle OpenWorld 일반 세션에서 Oracle Cloud
Platform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시작부터 Zavery는 이 플랫폼

Caesar는 자사의 재무 회계 소프트웨어를 Oracle Cloud로 전환

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Oracle Cloud Plat form 이 개방성 약속을 실천하는
친환경 연료 셀 기술 전문 업체로서 현재 포춘지 선정 100대

5가지 방법, 즉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블록체인

기업 중 1/4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Bloom Energy의 경우,

(Blockchain) 기반 협업, 챗봇을 위한 새로운 채널, API 우선 원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이 보다 정확한 최신 데이터

칙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 통합, 그리고 기술 스택의 선택권 등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CFO인 Randy Furr는 “그와 같

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이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

은 성장에 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Gap, Inc.의 경우, Oracle Retail Cloud 가 매장 전반에서
통일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전반에 걸쳐

특히, Zavery 는 새로운 Oracle Blockchain Cloud Servic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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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제시했다. 블록체인은 클라우드 기반 분산식 원장으

안, 개발 및 고성능 인프라를 위한 툴을 통해 오라클이 최고의

로서 보다 안전한 트랜잭션과 데이터 공유를 위해 기업 간

오픈소스 혁신 기술을 한층 향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트너 에코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Oracle Blockchain

Cloud Service 는 범 산업적인 블록체인 표준 마련에 박차를

또한 오라클은 기업들이 이제 곧 현실화될 획기적인 아이디어

가하기 위해 Linux Foundation 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활동인

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Zavery는 “전적으로 개방형 표준을

Hyperledger Fabric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술
적으로 통일되고 입증된 PaaS [platform as a service] 오퍼링

Zavery는 여기에서 “오픈(open)”이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관리, 보

Day 3
향후 계획

Oracle OpenWorld 의 화요일 행사에서 Thomas Kurian,

클라우드 오퍼링에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오라클의 미래를

오라클 제품 개발 부문 사장은 인공지능, 머신 러닝, 챗봇 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새로운 휴먼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는 오라클의 향후 기술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오전 기조연설에서 Kurian은 이머징

또한, 이날 오라클 회장 겸 CTO 인 Larry Ellison 은 두 번째

기술들이 이제 오라클이 10여 년 클라우드 오퍼링의 개발에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으며, 이 자리에서 업계 최초

착수했을 당시부터 가졌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브

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통합 보안 및 시스템 관리 스위트인

라우저나 휴대폰만을 이용해 오라클의 모든 기술들을 활용할

Oracle Management Cloud와 결합된 Oracle Identity Security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밝혔다.

Operations Center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Kurian은 “Oracle Cloud의 새로운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Oracle Database 18c 와 마찬가지로 통합된 클라우드 서비스

물론, 자율 컴퓨팅, 인공 지능, IoT [Internet of Things], 블록체

들은 머신 러닝, 특히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서

인,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휴먼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오라클의

버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가져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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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클라우드 비즈니
스 그룹 총괄 부사장인 Dave
Donatelli는 청중들에게 오
라클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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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식별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두 발표자가 미국의 현황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후,

다. 이러한 머신 러닝의 활용은 기업들이 보안 공격은 물론, 시

Hurd는 여론 조사에서 9%와 20%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한 미

스템 성능 이슈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차단할 수 있게

의회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이들 두 정치 베테랑들에게 “각 당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
혀주도록 요청했다.

Ellison 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의 손실이다. 시스템이
다운되고 티켓이나 손전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타

Gingrich 와 Boxer 모두 의회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으며 Gingrich는 이를 “535명의 고등학

은 좋지 않은 일이며, 시스템이 항상 가용 상태를 유지하기를

교 학습 회장들”에 비유하며 “의회는 항상 엉망진창”이라고 토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의회에 불려 가지는 않

로했다. Boxer는 입법부가 타성에 빠진 원인을 의원들이 항상

을 것이다. 데이터를 잃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 오라클

자금 조달 모드에 있기 때문에 핵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됐

데서 일부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다음 선거에서 ‘예비

다.”라고 밝혔다.

선거’를 거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토론
화요일 행사의 또 다른 주요 뉴스는 미 의회에서 수십 년 간

얼마 후, Hurd 는 Boxer 와 Gingrich 에게 최근 제안된 미국

활동하면서 서로 맞섰던 과거의 적인 민주당의 Barbara Boxer

조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트럼

와 공화당의 Republican Newt Gingrich의 격렬한 토론이었으

프(Trump)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9월 법인 소득세율

며 비즈니스 및 기술 임원들을 위한 포럼인 Leaders Circle에서

인하, 재산세 철폐, 특정 세금 공제 철폐 및 과세 코드 단순화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오라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CEO인 Mark Hurd는 질문을 던지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토론을
이끌었다.

이 계획은 미국 기업들이 현재 저세율 국가에서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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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Oracle NetSuite
SuiteConnect 컨퍼런스의
NextUp 축하 행사가 진행되
는 동안 여러 이국적인 댄스
춤을 즐겁게 구경했다.

PHOTOGRAPH: CHARLOTTE FIORITO/
COMPASSPHOTOGRAPHERS.COM

있는 3조 달러의 자산을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Boxer는 여러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
로 미국 기업들이 자산을 미국으로 상환하는 것을 장려한다면,
이와 같은 송환 노력을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한, 절세 혜택이 전체 경제를 부양시키는 투자를 이끌어 낼 것
이라는 희망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낮추는 과거의 트리클 다운
(trickle-down) 경제로 회기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Day 4
미래가 현실로

Gingrich 는 공급 경제학을 건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는
“조지 부시(George H. W. Bush)와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부
모두에서 가졌던 많은 강점들은 레이건(Reagan) 정부에서 단
행했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그리고 과세 제도 개혁 등을 통
해 형성된 동력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조세 개혁, 무

수요일 오라클의 리더들은 계속해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여러

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적극 활용해야

새로운 이머징 기술들을 활용하여 곧 발표 예정인 기능들에 대

한다고 주장했다.

해 설명했다.

수요일 세션에서 오라클의 Amit Zavery 는 “AI 는 최근의 그

4배

이상 빠른 OLTP 액세스 성능 -

어떤 기술보다도 기업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Zavery는 오라클이 AI를 자체 PaaS 오퍼링에 내장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AI 코드를 자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에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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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기업의 미래 살펴보기(Explore Your Tomorrow Today)는 오라클 고객과 파트너들이 오라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획기적인 제품과 솔루션들의 데모를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Innovation Studio의 주제였다.
PHOTOGRAPH: COURT LEVE

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공통의 AI 라이브러리, 머신 러닝 프레임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추천 API 등과 같은 통합 API는 챗

워크, 개발 툴에 접근할 수 있다. 챗봇은 오라클의 AI 기술에 의

봇이 고객 구매 내역과 선호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써 회사가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향
상한다.

이들은 인간 상담원이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담당자처럼 소비
자와 직원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

Zavery 는 “사용자 활동이 모바일과 메시징 플랫폼 위주로

였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엄격한 비즈니스 규칙이 아니라 AI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채널

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배울

을 지원할 수 있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수 있다.

사용자들이 웹 사이트와 전통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탈피해 메시징 채널로 옮겨가더라도 기업들은 Oracle Mobile

예를 들어 Oracle Mobile Cloud Enterprise 를 이용해 개발된

Cloud 를 활용함으로써 이들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챗봇은 구매자-판매자 대화의 초반부를 부분을 짐작할 수 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문의를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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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데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석 부사장인 Juan Loaiza 는 Oracle Database 18c 와 오
라클의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버전으로서 4

d.tech의 Oracle Education Foundation 강좌에서 수행된 주요

배 더 빠른 인메모리 OLTP 속도를 제공하도록 개발된 Oracle

프로젝트들은 전통적으로 Oracle OpenWorld에 출품되며, 올

Autonomous Database Cloud에 대해 발표했다.

해의 프로젝트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출석 현황을 수집하고

Loaiza는 “현재 베타 테스트를 수행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Oracle Database는 이미 곧 선 보일 자율 주행 데이터베이스의
자동화된 기능들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율 데이
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부분에 대한
완벽한 자동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 Oracle CloudFest.17에서 2017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Chainsmokers과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
른 팝 센세이션 Ellie Goulding이 공연을 펼쳐 군중들을 열광
시켰다.
(하) Oracle Education Foundation과 자매결연을 맺은 현지
d.tech(Design Tech High School) 학생들이 Oracle OpenWorld
Innovation Studio에서 자신의 혁신적인 대화식 프로토타입
을 공개했다.

그는 “자체 시스템을 조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정하는
경우, 오라클이 여기에 자율을 부여할 수 없다. 클라우드는 오
라클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을 자
동화함으로써 완벽한 자율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식 플레이그라운드
미래의 기술은 Oracle OpenWorld의 Innovation Studio에서
전면과 중앙부에 포진했으며 참가자들은 오라클 고객과 파트
너들이 오라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
의 데모를 시청함으로써 현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Oracle Education Foundation과 자매결연을 맺은 캘리포
니아주 벌링게임의 d.tech(Design Tech High School) 학생들이
제공한 혁신적인 대화식 프로토타입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Oracle Startup Cloud Accelerator 에코시스템 출신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AI에서
머신 러닝 및 가상현실에 이르는 기술들을 선 보였다.

d.tech의 학생들은 특히 스타트업은 물론, GE Digital과 Toyota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연

PHOTOGRAPHS: SANDRA GAR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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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 건강

개최되는 사은 이벤트인 Oracle CloudFest.17을 끝으로 마무

스캐너, 학교 수업 시간 동안 교직원과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

리된다. 올해 행사에는 2017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신인상

도록 IoT 솔루션인 Project Roam, 센서를 사용해 지역 습지의

을 수상한 Chainsmokers 과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팝 센

수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질 감시 시스템, 그리고 특

세이션 Ellie Goulding이 멋진 공연으로 진행됐다.

허 출원 중인 소매치기 방지 지갑 등이 포함됐다.

수요일의 기조연설, 세션, 그리고 Innovation Studio 의 모든

99.995%

활동들은 폐막일 전날 샌프란시스코의 AT&T Park에서 매년

가용성 보장 - ORACLE DATABASE 18c

이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개발자 세션에 참여하고 전시장과

Oracle DEMOgrounds를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
야 한다. 또한, Oracle OpenWorld 기조연설은 수요일로 끝나

Day 5

터인 Stephen Chin 이 재미있게 진행하는 항상 유쾌한 Java

“JAVA FIRST,
JAVA ALWAYS”

연례 JavaOne 컨퍼런스의 일환으로서 Oracle OpenWorld 와

지만, 목요일 오전에는 Oracle Developer Community의 디렉

Community 기조연설이 이루어졌다.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Moscone Center 주변에서 진행되는

Chin의 기조연설은 촬영을 위해 청중들에게 공간을 청소해야
한다며 진지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다행스럽게도 이
요청은 수락되지 않았다. 청중은 그대로 있었으며 Java 기술
과 Matrix 모두를 오마주한 시뮬레이션 장면으로 다루어졌다.

Java 추종자들은 도처에 있으며 1천200만 명의 개발자들이
Java를 실행하고 매년 1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등 Java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참여와 열의는 오
랫동안 이 플랫폼의 상징이 되고 있다. JavaOne 은 Java 기술
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
대 규모 행사이며 올해 행사와 맞물려 Java SE 9 및 Java EE 8
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이들 기술을 개발
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전반적인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Live for the Code!" 사진 촬영 기회는 디벨로퍼 로프트
(Developer Loft)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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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eveloper Community의 디렉터인 Stephen Chin은
열정적인 군중들에게 Matrix를 주제로 한 Java Community

Java 디벨로퍼 라운지(Java Developer Lounge)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장소였다.

이 행사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개발

리더들 모두에게 일종의 놀이로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부문 부사장인 Mark Cavage가 Java 플랫폼과 관련한 2017년

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기회가 너무도 기다려진다면, Oracle

의 주요 발표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으며 Java의 클라우드 진입

OpenWorld 2018 및 JavaOne 2018 행사에 조기 등록할 수 있

확대, 새로운 클라우드 관련 기능 및 프로젝트, 그리고 컨테이

다. 등록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

너 중심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지원 필

지 개최되는 이들 두 행사의 등록 접수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Java의 미래를 제시했다. Cavage는 “향

있다.

후 10년은 ‘Java first, Java always’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
고 밝혔다.

1천200만
명의 전 세계 개발자들이 JAVA 실행

시스템 기술 및 최적화 담당 부사장인 Michael Greene, IBM의

모든 사람들이 Java 커뮤니티의 마스코트인 Duke와의

Java CTO 겸 최고 엔지니어(distinguished engineer)인 John

사진 촬영을 즐거워했다.

Duimovich, 그리고 IBM의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담
당 최고 엔지니어 겸 수석 아키텍트인 Ian Robinson의 프레젠
테이션 발표들이었다.

다음 단계

JavaOne 의 기발한 결론은 두 컨퍼런스가 5일 동안 담아낸
쾌활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술자들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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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One 의 고객 기조연설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은 Intel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