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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makes the
strongest case for what
enterprise IT will look lik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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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01
오라클의 Thomas Kurian 사장은
Oracle Cloud가 오늘날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객들이 어떻게 미래의 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미래의 유스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이점 중 하나를 잃게 될 수 있다.

AHEAD OF
THE CURVE
AARON LAZENBY

세계 최대 클라우드 개발 조직의 리더인 Thomas Kurian, 오라

얼마나 빨리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 자

클의 제품 개발 부문 사장이 가진 클라우드 경제와 관련한 견

체를 관리하지 않고도 얼마나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해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대화

고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비롯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치를 이

나 공식적인 행사(Oracle OpenWorld 등)에서, Kurian은 오라

해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확인되고

클의 입지를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다.

있다.

Kurian 은 “오라클은 IaaS(Infrastructure as a Ser vice),

이제 고객들은 이러한 기술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요청하고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application Software as a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한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와 함께 프로

service), DaaS(Data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유일한 벤더”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탐사 및 과학 알고리즘의 토

라고 강조하며, “오라클의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대로서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Oracle Cloud 로 전환

전반에 걸쳐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의 폭넓은 기능

하고 있다. 이들 업무의 중추적인 부문에서는 Oracle Cloud

과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데이터센터에서 오라클

Infrastructure를 이용해 연산을 실행하고 있으며 오라클의 분

의 클라우드 스택을 실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라클은 몇 가

석 기능과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를 플랫폼으로 활용

지 매우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해 클라우드로 로딩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Oracle OpenWorld 2017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후, Kurian 은
Oracle Profit Magazine (이하 Profit) 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라

또한 오라클의 SaaS (Sof t w are -as -a -Ser vice ) 애플

클의 차별화된 역량과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

리케이션을 자체 모바일 사용자 기반과 연결하려는 한

과 같은 이머징 기술들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에 미

식료품 소매 유통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연결을 위해

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봇을 이용하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봇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오라클의 SaaS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로서 오라

Profit 오라클이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클의 플랫폼에서 실행된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치들이 이를

되고 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에 대해 고객들의 의

입증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인 IDC는 기업들이 IT 지출보다 6배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입하고

견은 어떤가?

이외에도 오라클의 IoT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급망 업체들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Deloitte는 ITaaS(IT-as-a-Service)가 2018년까지 경제 활동에서

Kurian 고객들은 현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물론,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AI 기술을 활성화한

5천 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PHOTOGRAPH: KATELYN TUCKER/ORANGE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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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개발했다.

사장인 Thomas Kurian은

칙을 작성하는 시나리오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알고리즘은 인

Oracle Cloud가 미래의 엔
터프라이즈 IT를 위해 가
장 강력한 케이스를 만들

간이 인코딩한 규칙보다 훨씬 훌륭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미래의 유스 케이스를

시스템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며 이들 작업 중 악의적인 것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 변화에

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오라클의 기술은 AI, 특히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

머신 러닝,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며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패턴

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이점 중 하나를 잃게 될 수 있다.

을 이해한다. 시스템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누가 이들 시스템

Profit AI와 머신 러닝은 보안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Kurian 보안 알고리즘의 핵심은 조직 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에 접근하는가? 이들 시스템에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I

Profit 기업들이 AI 및 머신 러닝과 같은 이머징 기술들을

는 오라클이 시스템 내 사용자의 실제 활동과 예측 행동을 매

자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오라

우 신속하게 비교하고, 악의를 가진 사용자인지, 아니면 인증

클이 그 누구보다 적임인 이유는 무엇인가?

받은 정상 사용자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Kurian 오라클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영역을 매우 상세하게

PHOTOGRAPH:
CHARLOTTE FIORITO/
COMPASSPHOTOGRAPHERS.COM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 맞게 고유의 알고리즘을 설계

또한, Larry Ellison이 Oracle OpenWorld에서 발표한 Oracle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적 기능은 사람들의 워크플로우 작업

Autonomous Database 솔루션에도 AI와 머신 러닝을 적용했

을 지원하는 AI 알고리즘에서 중요하며 알고리즘이 추천 또는

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상적인 작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는 오라클이 고객들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작업들은 다소 지루하며 직원들이

과 협력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일관되게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쟁 우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에

다음,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플랫폼의 일부로서 이를 이용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초고성능으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

또한, 통계적 왜곡과 선택 편행을 피할 수 있도록 각 도메인을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일상적인 작업들을 우

하는 고객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들 유스 케이스는 대체로

산 작업은 매우 빠르게 실행된다.

위해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거

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

래 추천과 관련한 알고리즘은 많은 수의 쇼핑객과 제품 구성이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업 내부에 있는 IT 설치 환경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
다. IT는 전체 스택을 필요로 하지만, “이봐, 이걸 실행하려면 4

둘째, 오라클은 데이터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자체 알고리즘에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소수의 고객들과 소

개의 클라우드가 필요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서 또는 상용 알고리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의 제품 구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소프트웨어가 작성하

따라서,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작업-설치, 설정, 패치,

PaaS를 개발했다.

는 추천 사항에서 통계적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주의를

업그레이드, 백업 및 암호화-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

기울여야 한다.

프트웨어가 사용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Profit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 이를 채용할 수 있는 유연성
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오라클의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는 어떻

셋째, 오라클은 특정한 AI 알고리즘들을 채택했으며 이를 자체

게 지원하는가?

SaaS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했다.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최첨단 알고리즘은 개인과 해당 개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Kurian AI와 머신 러닝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미

이들 AI 알고리즘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알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보고, 이후 해당 정보를 토대로 추천 사

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들이며 오라클

고리즘은 리드에게 전송할 최적의 메시지를 마케터에게 알려

항을 작성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더욱 복잡해

Profit AI 와 머신 러닝 이외에 다른 어떤 이머징 기술들이

은 3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고, 영업 담당자들에게 많은 리드 중 어떤 리드에 집중해야

진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어떻

향후 10년 내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

하는지, 또는 추천할 최적의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수 있

게 신제품을 알고리즘에 추가할 수 있을까? 오라클은 그동안

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가?

첫째, 오라클은 자사의 IaaS에 초고속 컴퓨터를 배치했으며

다. 또한,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에게 고객의 문의에 어떻게 응

축적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대

Kurian 오라클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기술

GPU(Graphical Processing Unit)로 불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답해야 하는지 알려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해야 할

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이

은 바로 챗봇(chatbot), IoT 그리고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설정 방식의 정확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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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은 메시징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라이언트로 만

션을 조정할 때 내부 거래에 대한 많은 수작업을 수행해야 한

들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브라우저가 된다. 이는 디지털 비서가

다.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으

더욱 강력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머신 러닝 혁명 등

매우 일상적인 작업—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을 수행

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하이퍼 레저(Hyperledger) 프로젝

많은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이 이들 작업에 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한

트를 활용함으로써 규제 또는 시장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 챗봇이 휴먼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Oracle OpenWorld 2017에서 소개됐다.

고 확신한다.
각 신기술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대의 비즈니스를 변화시

IoT는 센서가 부착된 장치들을 계측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

킬 것이다. 오라클의 임무는 고객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스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법이며, 센서에서 모니터링하는 클라

때 이 기술들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도

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Oracle Cloud 가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물류와 자산을 모니터링할

IT를 위해 가장 강력한 케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

수 있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이다.

된다. 이는 예를 들어 물리적인 환경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디
지털화함으로써 공급망을 혁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알고리즘
은 물리적인 영역과 상호 작용하게 된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회사 내에서 매우 중앙 집중화된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탈중앙 집중화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간 거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오늘날 회사의 2개 사업부가 재무 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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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ron Lazenby는 Profit의 편집장(editor in chief)이다.

오라클의 소셜 채널을 통한 컨퍼런스 생중계는 1천8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PHOTOGRAPH: CHARLOTTE FIORITO/COMPASSPHOTOGRAPH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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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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 TUE NAM TON

했다. Ellison은 이 새로운 릴리스가 자사 주력 데이터의 차세대

PHOTOGRAPH: CHARLOTTE FIORITO/COMPASSPHOTOGRAPH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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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1
Larry Ellison’s
중대 발표

오라클 회장 겸 CTO인 Larry Ellison의 개막식 기조연설은

리자가 보다 수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

언제나 행사 첫날 가장 주목을 받아 왔으며 일요일 밤 연설에

도록 돕는다.

서 Ellison은 완전히 몰입한 청중들에게 IT의 미래를 그 어느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는 자율적인 능동형 자가 관리 시스템에

자율 자동차, 로봇, 드론 및 기타 머신 러닝 기반 스마트 장치들

서 찾았다고 밝혔다.

이 교통, 제조, 화물 운송 및 기타 업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되는 것처럼 머신 러닝 기술은 IT 보안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변

그 미래는 도래했으며 Ellison은 Oracle Database 18c 의 형태

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대량의 로깅된

를 한 세계 최초의 100% “자율 주행” 데이터베이스를 발표

데이터를 분석하고 침입자가 손상을 입히기 전에 이상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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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OpenWorld 의 월요일 행사 무대에 오른 오라클의

PHOTOGRAPH: SANDRA GAR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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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형 로봇과 가상 현실은 전시장의 전면과 중심부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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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 Hurd, 오라클 CEO

패턴을 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원

사람의 실수가 주요 원인이 됐다.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한

한편으로는 혁신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다른 편으로

지원할 것이다.

다면, 훨씬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자동화를 대폭 확대해야

는 어려운 경제 전망이 제기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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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S: CHARLOTTE FIORITO/COMPASSPHOTOGRAPHERS.COM, TUE NAM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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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세기 영부인 A b i g a i l
Adams가 교육의 본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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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밝힌 조언은 Collective

파트너 에코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Oracle Blockchain

Learning 세션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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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 TUE NAM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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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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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OpenWorld 의 화요일 행사에서 Thomas Kurian,

클라우드 오퍼링에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오라클의 미래를

Platform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시작부터 Zavery는 이 플랫폼

오라클 제품 개발 부문 사장은 인공지능, 머신 러닝, 챗봇 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 새로운 휴먼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는 오라클의 향후 기술

Caesar는 자사의 재무 회계 소프트웨어를 Oracle Cloud로 전환

향후 계획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오전 기조연설에서 Kurian은 이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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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Oracle Cloud Plat form 이 개방성 약속을 실천하는

기술들이 이제 오라클이 10여 년 클라우드 오퍼링의 개발에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으며, 이 자리에서 업계 최초

친환경 연료 셀 기술 전문 업체로서 현재 포춘지 선정 100대

5가지 방법, 즉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블록체인

착수했을 당시부터 가졌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브

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통합 보안 및 시스템 관리 스위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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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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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저나 휴대폰만을 이용해 오라클의 모든 기술들을 활용할

Oracle Management Cloud와 결합된 Oracle Identity Security

Oracle Cloud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이 보다 정확한 최신 데이터

칙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 통합, 그리고 기술 스택의 선택권 등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밝혔다.

Operations Center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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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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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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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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클라우드 비즈니
스 그룹 총괄 부사장인 Dave

참가자들은 Oracle NetSuite

Donatelli는 청중들에게 오
라클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SuiteConnect 컨퍼런스의
NextUp 축하 행사가 진행되

전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는 동안 여러 이국적인 댄스

을 소개했다.

춤을 즐겁게 구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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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식별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두 발표자가 미국의 현황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후,

있는 3조 달러의 자산을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다. 이러한 머신 러닝의 활용은 기업들이 보안 공격은 물론, 시

Hurd는 여론 조사에서 9%와 20%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한 미

기대된다. Boxer는 여러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

스템 성능 이슈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차단할 수 있게

의회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이들 두 정치 베테랑들에게 “각 당

로 미국 기업들이 자산을 미국으로 상환하는 것을 장려한다면,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

이와 같은 송환 노력을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혀주도록 요청했다.

한, 절세 혜택이 전체 경제를 부양시키는 투자를 이끌어 낼 것

Ellison 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의 손실이다. 시스템이

이라는 희망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낮추는 과거의 트리클 다운

Da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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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rich 는 공급 경제학을 건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는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의회에 불려 가지는 않

로했다. Boxer는 입법부가 타성에 빠진 원인을 의원들이 항상

“조지 부시(George H. W. Bush)와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부

을 것이다. 데이터를 잃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 오라클

자금 조달 모드에 있기 때문에 핵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두에서 가졌던 많은 강점들은 레이건(Reagan) 정부에서 단

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됐

데서 일부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다음 선거에서 ‘예비

행했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그리고 과세 제도 개혁 등을 통

다.”라고 밝혔다.

선거’를 거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 하는 것을 매우

해 형성된 동력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조세 개혁, 무

수요일 오라클의 리더들은 계속해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여러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

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적극 활용해야

새로운 이머징 기술들을 활용하여 곧 발표 예정인 기능들에 대

한다고 주장했다.

해 설명했다.

정치인들의 토론

(trickle-down) 경제로 회기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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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빠른 OLTP 액세스 성능 -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오라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ORACLE AUTONOMOUS

CEO인 Mark Hurd는 질문을 던지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토론을
이끌었다.

이 계획은 미국 기업들이 현재 저세율 국가에서 보유하고

미래가 현실로

수요일 세션에서 오라클의 Amit Zavery 는 “AI 는 최근의 그

4배

DATABAS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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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very는 오라클이 AI를 자체 PaaS 오퍼링에 내장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AI 코드를 자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에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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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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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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식 플레이그라운드
미래의 기술은 Oracle OpenWorld의 Innovation Studio에서
전면과 중앙부에 포진했으며 참가자들은 오라클 고객과 파트

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공통의 AI 라이브러리, 머신 러닝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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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이 오라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

워크, 개발 툴에 접근할 수 있다. 챗봇은 오라클의 AI 기술에 의

봇이 고객 구매 내역과 선호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의 데모를 시청함으로써 현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

해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써 회사가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향

회를 가질 수 있었다.

상한다.
또한 Oracle Education Foundation과 자매결연을 맺은 캘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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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주 벌링게임의 d.tech(Design Tech High School) 학생들이

였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엄격한 비즈니스 규칙이 아니라 AI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채널

제공한 혁신적인 대화식 프로토타입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배울

을 지원할 수 있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Oracle Startup Cloud Accelerator 에코시스템 출신으로 매우

수 있다.

사용자들이 웹 사이트와 전통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AI에서

탈피해 메시징 채널로 옮겨가더라도 기업들은 Oracle Mobile

머신 러닝 및 가상현실에 이르는 기술들을 선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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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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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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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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5
“JAVA FIRST,
JAVA ALWAYS”

PHOTOGRAPH: SANDRA GARCIA

Oracle DEMOgrounds를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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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또한, Oracle OpenWorld 기조연설은 수요일로 끝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장소였다.

지만, 목요일 오전에는 Oracle Developer Community의 디렉
터인 Stephen Chin 이 재미있게 진행하는 항상 유쾌한 Java

Community 기조연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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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 JavaOne 컨퍼런스의 일환으로서 Oracle OpenWorld 와

의 주요 발표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으며 Java의 클라우드 진입

OpenWorld 2018 및 JavaOne 2018 행사에 조기 등록할 수 있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Moscone Center 주변에서 진행되는

확대, 새로운 클라우드 관련 기능 및 프로젝트, 그리고 컨테이

다. 등록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

Chin의 기조연설은 촬영을 위해 청중들에게 공간을 청소해야

너 중심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지원 필

지 개최되는 이들 두 행사의 등록 접수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한다며 진지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다행스럽게도 이

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Java의 미래를 제시했다. Cavage는 “향

있다.

요청은 수락되지 않았다. 청중은 그대로 있었으며 Java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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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Matrix 모두를 오마주한 시뮬레이션 장면으로 다루어졌다.

고 밝혔다.

1천200만

Java 추종자들은 도처에 있으며 1천200만 명의 개발자들이

JavaOne 의 고객 기조연설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은 Intel의

Java를 실행하고 매년 1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기술 및 최적화 담당 부사장인 Michael Greene, IBM의

모든 사람들이 Java 커뮤니티의 마스코트인 Duke와의

등 Java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Java CTO 겸 최고 엔지니어(distinguished engineer)인 John

사진 촬영을 즐거워했다.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참여와 열의는 오

Duimovich, 그리고 IBM의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담

랫동안 이 플랫폼의 상징이 되고 있다. JavaOne 은 Java 기술

당 최고 엔지니어 겸 수석 아키텍트인 Ian Robinson의 프레젠

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

테이션 발표들이었다.

대 규모 행사이며 올해 행사와 맞물려 Java SE 9 및 Java EE 8

"Live for the Code!" 사진 촬영 기회는 디벨로퍼 로프트
(Developer Loft)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이들 기술을 개발

다음 단계

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전반적인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JavaOne 의 기발한 결론은 두 컨퍼런스가 5일 동안 담아낸
쾌활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술자들과 IT

PHOTOGRAPHS: NAMU WILLIAMS, TUE NAM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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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03
오라클의 제품 개발 부문 사장인 Thomas Kurian 은 Oracle

BIG IDEAS 이머징 기술들

OpenWorld 기조연설에서 향후 기술 로드맵에 대해 설명할 때,

GAME ON

“오라클의 모든 기술들을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10
년 간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Kurian 은 차세대 혁신의 물결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휴먼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새로

5개 기조연설 데모에서 시뮬레이션한 농구 팀을 활용해
AI, 챗봇, IoT 등의 가능성 제시

운 기술들이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에 접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은 기업들이 고유한 비전과 야망,
그리고 꿈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제공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해 조직, 회사 나아가 전 세계에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Thomas Kurian, 오라클 제품 개발 사장

그 결과, “오라클은 기업들이 고유한 비전과 야망, 그리고 꿈을

Chris Murphy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제공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
를 사용해 조직, 회사 나아가 전 세계에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Kurian 의 기조연설은 이와 같은 위대한 아이디어를 데모를

브라우저만을 사용해 Oracle Cloud Infrastructure에서 이를

통해 현실화했다. 준비 단계에서 Kurian가 이끄는 개발 팀의 구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가 필요하다. 1) 가상 클

성원들은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이용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

라우드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자체를 위해 OS, 물리 서버 또는

여하는 팬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신속하게 론칭하기 위해

가상 머신, 노드 수 등에 대한 선호 옵션을 클릭해 다중 GPU 인

Huskies라는 농구팀의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Kurian 과 그의

프라 클러스터를 설정한다. 2) 이미지를 수집하도록 스트리밍

팀은 이후 이 무대로 나와 Huskies 조직이 어떻게 클라우드 기

데이터 서비스를 설정한다. 3) 해당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AI

반 AI, 분석, 마케팅 및 IoT 시스템을 활용해 팬 참여를 매출로

애플리케이션을 학습 및 실행한다.

이끌 수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
하는 5가지 기술 데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앱은 선수를 인식하고 이 선수에 대한 통계를 가져오기 위한

Hands

Shoe

스트리밍 데이터 서비스가 수만 장의 선수 이미지를 가져오면,

데모 #1: AI 기반 앱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딥 러닝 모델을 필요로 한다. 오라클의 인프라는 이 데모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데모는 팬이 선수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용된 TensorFlow 등 업계 선도적인 오픈소스 머신 러닝 라이

이를 업로드한 다음, 해당 선수와 관련한 통계를 입수하고 그

브러리를 지원한다. 고속 GPU 는 작업 속도를 높여주며 이는

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아

속도가 느린 옵션보다 컴퓨팅 성능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

이디어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개념에서 확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된 것은 이러한 유형의 AI 기반 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

Footwear

Ball

우드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앱이 선수를 인식

데모 #2: FACEBOOK MESSENGER 를 이용해 팬이 티켓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뱅크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에 머신 러닝이 필요하다. 또한, 고성능 GPU 마이크로 프로세

챗봇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텍스트 플랫폼이나 음성 안내 지

서를 사용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미지의 스트리밍 데이터

원을 이용해 “일요일 경기 티켓이 남아 있어?”와 같은 질문을

를 처리하고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머신 러닝 라이브러

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번째 데모에서는 Oracle Mobile Clou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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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Facebook Messenger를 위한 이와 같은 챗봇을 신속하

게 봇의 “티켓 구매” 옵션에 해당하는 신뢰도가 85%라는 것을

대한 연결이다. 이는 개발자들이 한 번 개발하면, 메시지 플랫

스타 선수의 소셜 멘션이 400만 건을 넘어설 때 경고를 보내도

게 개발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보여준다.

폼이 데이터를 표시하고 오류를 처리하는 여러 다양한 방식에

록 설정할 수 있다.

맞춰 다시 코딩하지 않고도 이들 새로운 옵션을 클릭해 새로운
한 팬이 봇에게 다음 Huskies 경기 일정을 질문했다고 가정해

머신 러닝을 이용해 봇은 팬이 동일한 질문을 묻는 여러 방식

보자.

을 학습한다. 또한 대화의 흐름을 매핑하는 툴은 업무 관리자

봇이 여러 가격대의 티켓 옵션을 알려 주면, 이 팬은 Facebook

채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오라클의 제품 전략 담당 수석 디렉터인 Jacques Vigeant는
“분석이 패시브 시스템이고 시스템에 질문을 해야 하는 시대

가 결제 전에 맥주나 와인을 사전 결제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데모 #3: 팬의 FACEBOOK, TWITTER, INSTAGRAM 활동

가 끝나고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

제공하는 등의 옵션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분석

스템인 시대로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Messenger 플랫폼에서 나가지 않고도 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Huskies 업무 팀은 팬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개발자들과 비 개발자들 모두 Oracle Mobile Cloud의 새로운

오라클의 제품 관리 부문 부사장인 Diby Malakar는 “이는 대화

이해하고 분석하기를 원했다. 첫 번째 데모에서 이 팀이 어떻

데모 #4: AI 지원 앱을 이용해 웹상의 쇼핑객들에게 제품 추천

봇 개발 기능을 이용해 봇을 개발하고 이들 대화가 진행되는

흐름을 작성하는 시각적으로 매우 뛰어난 드로그 앤 드롭 방식

게 소셜 미디어의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소셜 참여의 추적과 이해가 티켓 및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방식을 매핑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능한 고객 대화를 위해

이다.”라고 밝혔다.

면, 세 번째 데모에서는 이미지 인식과 AI 를 이용해 데이터를

않는다면, Huskies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기조연설

분석하고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팀 멤버들 간에 이를 공유하는

의 네 번째 데모에서는 Oracle Data Cloud에서 가져온 익명화

대화를 만드는 것은 “티켓을 사고 싶어”라고 말하기 위해 몇 가
지 다른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기본 내장된 자연

하지만, 팬이 Facebook Messenger 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

새로운 방식을 시연했다. Kurian은 오라클의 분석 비전을 “전

된 제3자 인터넷 사용 기록 데이터를 개인의 구매 내역과 같은

언어 기능이 다양한 변형을 이해한다. 만약 팬이 새로운 구문

다. Oracle Mobile Cloud의 가장 중요한 봇 빌더 기능은 Slack,

문 분석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당사자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Huskies 가 웹 플랫폼, 이메일

을 사용하는 경우, 이 플랫폼의 “의도(intent)”기능은 개발자에

WeChat, 음성 안내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메시징 플랫폼에

가져온 모든 유형의 데이터—숫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

또는 채팅 등에서 실시간으로 맞춤형 광고와 오퍼를 제공하는

오,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 센서 데이터 등—를 분석할 수 있도

방법을 소개했다.

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ppsLab 그룹의 이머징 기술 팀 펠로우 멤버들은 Alpha Acid와 함
께 협력해 양조장에 센서를 설치하고 발효 탱크의 온도, 압력 및
CO2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Vilrokx는 방문

Oracle Analytics Cloud 는 AI 를 이용해 데이터 정제 및 파싱

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오라클은 일명 적응형 인텔리전스

한 개발자들에게 “예전에는 양조 업자가 맥주 온도를 확인하고 싶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

(adaptive intelligence)를 통해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온도를 책정하더라도 10분 이후에는 온도

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단순한 조치(누락된

를 이용해 언제, 어떤 채널을 사용하여 어떤 제품을 제안해야

가 내려갈 수 있지만, 이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Vilrokx와 그

우편 번호 입력)에서 보다 복잡한 조치(일반적인 봇 활동을 기

하는지 등에 대한 권장 사항을 작성한다.

다면, 맥주를 자신의 손에 부었다.” 라며, “이는 결코 과학적인 방법

의 팀은 시간 경과에 따라 온도를 추적했으며 “항상 범위 내에 있기

개발자들, IoK (INTERNET
OF KEGS) 활용

Oracle Commerce Cloud와 Oracle Marketing Cloud 등 클라우

를 바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준으로 봇 트래픽 필터링)까지 권장 사항을 작성한다. 분석 플
랫폼은 브랜드를 식별하고 신발이나 농구 셔츠와 같은 특정 사

오라클의 CRM 제품 관리 및 제품 전략 부문 부사장인 Melissa

가 다른 묶음의 맥주를 평가하면서 진행된다. Vilrokx는 Alpha Acid

물을 감지하며 심지어 감정을 파악하는 것과 같이 이미지 데이

Boxer는 이와 같은 유형의 데이터 기반 개인화가 점차 일반화

사이트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이 맥주 제조 업체는 관

터를 태깅하고 분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되고는 있지만,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제품 개선 공정의 다음 부분은 테스터(이 경우 JavaOne의 개발자)

련 맥주 제조 데이터와 높이 평가된 묶음과 그리 높지 않게 평가된
많은 개발자들을 위해 최신 IoT 애플리케이션을 시연할 때, 재미있

묶음 등 여러 묶음들에 대한 피드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상상 속의 농구 팀을 만드는 것은 이를 실현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을 개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정제되면 이 시스템은 어떤 선수들이 여러 연령대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 데이터

JavaOne 디벨로퍼 라운지(Developer Lounge)의 데모에서는 Oracle

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지를 파악하는 등 분석을 위한 권

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Internet of Things Cloud Service로 연결된 센서들이 설치되어

장 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분석가들은 여러 데이터 세트를 비

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들에게 맥주를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방
법이다.

고 밝혔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규모로 다양한

Oracle OpenWorld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JavaOne 컨퍼런스의

Vilrokx의 팀이 주입 횟수, 각 주입 시 중량, 각 술통에 남아 있는 맥

라이브 데모에서 Oracle Developer Community의 멤버들은 현지 맥

주의 양 등을 측정하며 각 술통에서 태블릿 화면으로 모든 것이 시

교해 자체 분석을 실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자동으로 시스템이

Boxer 는 가망 고객들이 구매하거나 새롭게 탐색한 관심

주 제조 업체인 Alpha Acid와 협력해 IoT 설정이 어떻게 맥주 제조

각화됐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석을 전달하는 스마트 피드를 지

사항이 확인되면, “고객의 관심 사항 또는 검색, 아니면 과거

원하는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주문 등의 변경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이 클

수 있다. 앱의 자연 언어 기능을 이용해 분석가들은 예를 들면,

릭할 때마다 이를 처리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및 제품 개선 공정을 향상할 수 있는지 시연했다.
- Jeff Erickson
수석 UX(User Experience) 아키텍트인 Mark Vilrok x와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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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aS(Data-as-a-Service) 사용자는 쇼핑객의 인터넷 사용

Cloud 를 통해 감독된다. 만약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IoT 애

기록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쇼핑객과 유사한 관심도와 성향

플리케이션이 유지 보수 요청을 실행하며 기술자는 Oracle

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익명화된 프로필을 볼 수 있다.

Internet of Things Asset Monitoring Cloud Service 를 이용해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공급망 앱이 생산 일정 장기화로 인

데모 #5: IoT와 공급망 클라우드 및 챗봇

해 지연될 수 있는 주문들을 표시하게 된다. Oracle Internet of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데모는 Huskies 선수의 신발 사진을

Things Fleet Monitoring Cloud 는 배송지까지 상품을 추적할

찍고 이를 챗봇을 통해 업로드한 후, 봇에 해당 신발의 특정 사

수 있다.

이즈를 주문하면서 검은색 대신 금색 글자 도안을 요청한 온라
인 쇼핑객을 가정했다. 봇을 공급망에 연결한다는 것은 공급

이 데모에서는 기업들이 이머징 기술을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

망, 주문 관리 및 제조를 위한 오라클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

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오라클이 이들 툴을 지원하기

션들과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해 어떻게 자사의 클라우드 오퍼링을 발전시켰는지를 소개
했다. Kurian은 “오라클은 자율 컴퓨팅, 인공 지능, IoT, 블록체

신발이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 이 프로세스는 공장 내 기계

인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휴먼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새로운

장치에 부착된 수천 개의 센서 판독기에서 보낸 데이터를 추

기술들을 자사의 클라우드 오퍼링에 접목시키고 있다.”라고

적할 수 있는 Oracle Internet of Things Production Monitoring

밝혔다.

Chris Murphy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콘텐츠 담당 디렉터이다.

COVER STORY 01 _ AHEAD OF THE CURVE 우위 확보

30

IT SPECIAL REPORT

01
오라클과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02
Oracle Autonomous
Warehouse Cloud
왜 고객들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가?

03
DBA의 역할 변화

04
재무 담당자의 고백
“스프레드시트의 악몽”
세 재무 담당자가 들려주는
계획 수립의 어려움

IT SPECIAL REPORT 01 _ 오라클과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32

S01
오라클과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Bob Evans

ORACLE KOREA MAGAZINE

WINTER 2018

33

클라우드 전쟁 - 통념과 관행을 정면으로 돌파해온 래리 엘리슨과 오라클은 단기적이고 전술적 시야
에 사로잡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위치와 잠재성을 간과하는 이들의 오해를 종종 사곤 한다.

지난 주 오라클의 수익 발표 후 공개된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단기적 관점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오
라클의 근본적인 장점을 놓치고 있는 지금, 바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근본적 강점의 세 가지 예시는 아래와 같다.

01

고
 객의 선택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기에, 오라클은 전 세계의 기업 고객에게 그 어느 기술 벤더
보다 더욱 광범위한 엔터프라이즈급 IT를 클라우드,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02

클라우드가, 응당 그러할 만 하지만, 비즈니스가 혁신, 성장,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가져온다고 간주되는 시기에, 오라클은 모든 경쟁사와 대비하여 월등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03

지
 난 40년 간 등장한 수 백, 또는 수 천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킬러”를 희망하는 도전자들이 빈 수레만 요란하
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시기에, 오라클은 그 어떤 도전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자율 주행” 데이터베이스를
선보였다.

오라클과 함께 클라우드 전쟁을 전개하는 모든 선도 기업은 자사의 클라우드 전략에서 현재 자신만이 지닌
고유한 강점에 기반하여 경쟁에 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이는 전체 “디지털 자산(digital estate)”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의
클라우드 전략을 의미하고, IBM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기존 고객과 함께 수많은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존에 있어서는 개발자와 아키텍트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오퍼링에 대한 강력한
브랜드 호소력을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오라클의 경우 현재의 강점은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뒷받침하는 워크로드의 기반이 되는 Oracle Database를
의미한다. 오라클의 전망에 대하여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서는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
라클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이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떠오르는 신세계로 IT 환경을 전환함에 있어서, 온프레
미스나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비견할 수 없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가 지니는 강력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전통적 온프레미스 시스템
(주: 테크놀로지 관련 언론 분야의 전문가인 Bob Evans는 2011년 SAP의 VP of Strategic Communications를 거쳐,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오라클의 Chief Communications Officer로 Chief Communications Officer를 엮임하였다. 현재 그는 Evans Strategic Communications LLC라
는 회사의 창립자로 활동 중이다.)

과 클라우드가 공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관점은 Sandford C. Bernstein & Co.의 금융 애널리스트인 Mark

Moerdler를 인용한 Barron’s지의 기사에서 잘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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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주기에 따른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에 힘을

Database, 미들웨어, 애널리틱스를 포함한 Oracle PaaS 오퍼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객의

심어줄 것이다”라고 Moerdler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당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세계에서 클라우드의 성장과

하이브리드 여정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는 오라클이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

온프레미스의 성장의 합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델까지 재탄생시키면서 기업 고객들이 고유한 니즈를 충족하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기술을 고유하게 결합하여 배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예시이다. 지난주 실적발표회에서 CEO

아마존, 세일즈포스닷컴, 워크데이, 서비스나우 등 클라우드를 위하여 탄생한 기업들은 현대적이고 혁신을

인 사프라 캐츠는 “BYOL을 통해 고객들이 Unlimited License Agreement (ULA)를 갱신하고, 더 많은 라이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미래로 가는 길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고객들에게

선스와 옵션에 투자하며, 유지보수를 갱신함에 따라 당사의 Technology고객의 견고한 증가세를 볼 수 있었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오라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SAP, VMware 등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시스
템의 영역에서도 활약 중인 전통적인 IT 강자들은 고객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기술의 양 세계를 Moerdler

04

Oracle Cloud Machine 은 규제가 강력한 산업군의 고객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순수파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완벽한 예제이다. 금융이나 제약처럼 규제가 심한 산

가 묘사한 바와 일치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으로 아우를 수 있게 하는 역량을 제공한다.

업의 기업이 빠른 배포 속도, 우수한 경제성,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등 클라우드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나 규제

바로 이 역량으로 인하여 필자는 오라클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자리에 절묘하게 위치했으며

요구사항에 준수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내부에 이러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면, Oracle Cloud Machine이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클라우드로 나아가는 고객에게 다양한 범주의 강력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게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Oracle Cloud Machine은 “이건 진짜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모조품이다”라고

되었다.

주장하는 클라우드 순수파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이들 비판론자들이 자중할 필
요가 있다. 실적발표회에서 오라클은 Oracle Cloud Machine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열렬한 호응이 있으

이제 제목에서 고한 바에 따라 필자가 생각하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전쟁에서 주류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열

며 다음 분기의 실적 발표에 최초 매출이 보고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이다.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01

오라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상당한 규모와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전통적 비즈니스 역시

05

아마존은 자사의 Redshift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Oracle Database 를 사용한다. 세계 최대의 기업인
아마존은 IaaS 클라우드 영역을 석권하고 있으며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PaaS 영역에서 경

여전히 성장 중이며 이는 오라클이 고객의 현재와 미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녔음

쟁을 희망한다. 그러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대하여 래리 엘리슨은 아

을 의미한다. 11월 30일에 마감하는 2 회계분기에서 오라클이 발표한 전체 클라우드 매출은 44% 상승한 15억

마존이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 대신 Oracle Database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가장 놀라운 지지의 표현이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SaaS 매출은 55% 상승하여 11억 달러에 달한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

라며 격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오라클을 떠나지 못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려주겠다. 이번 분기에 5억 달러의

어 매출 합산은 9% 상승한 7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들은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

Oracle Database와 다른 기술 제품을 추가 구매한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다”라고 엘리슨은 밝혔다. 그들은 오

만의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으며 오라클의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까지 망라하는 가장 폭넓은

라클을 떠나지 않고 있다. 세일스포스닷컴도 오라클을 떠나지 못한다. 오라클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오라

제품 포트폴리오는 고객이 선택하는 접근법이 무엇이든 간에 이에 합치될 수 있는 역량을 지님을 시사한다.

클의 경쟁사들이 계속 오라클에 투자하고 전체 비즈니스를 오라클 기술 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02

오라클의 대표 제품인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에디션인 Oracle Autonomous Database 는 1월에 출시
예정으로, 고객들이 이를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에서, 또는 두 환경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06

오라클의 SaaS 비즈니스는 오라클의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고객
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오라클 SaaS 매출의 대부분은 “온프레미스 사용자 기반에서 발생하지

으로써 오라클 하이브리드 전략의 핵심 축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주 실적발표회에서 래리 엘리슨은 이 “완전

않았다”라고 CEO 마크 허드가 실적발표회에서 주장했다. “대부분의 매출은 경쟁사에서 옮겨오거나 최초로

자동화”되고 “자율 주행하는 시스템”이 단순히 오라클의 PaaS와 IaaS 비즈니스를 “현격하게 가속화”시킬 수

SaaS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 중견기업, 고성장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오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비즈니스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준비한 발언을 시작

라클이 거두는 매출은 온프레미스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SaaS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고객으로부터

하였다. 그는 “사람들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를 구매하기에

발생하는 신규 매출인 것이다.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03

BYOL: Bring Your Own License. 3개월 전 오라클은 고객에게 온프레미스 라이선스를 Oracle

07

오라클은 ‘서면으로’ 곧 출시된 Autonomous Database가 아마존의 Redshift보다 성능 면에서 우월
할 것이며 현저히 저렴할 것임을 보증하고 나섰다. 실적발표회의 개회사에서 다시 한번 열띤 어조로

IT SPECIAL REPORT 01 _ 오라클과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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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아마존 양사의 관계를 언급한 엘리슨은 “우리는 아마존에 대한 오라클의 비용 이점에 대해 너무나 확
신하고 있기에 Oracle Cloud 로 전환하는 아마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요금이 절반 또는 절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보증하는 문구를 SLA 계약에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08

오라클의 3 분기 예상 성장률은 최근 세일즈포스닷컴이 발표한 성장률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세일스포스는 뛰어난 클라우드 성공 기업이다. 또한 최근 3분기 연속

으로 세일즈포스는 SaaS와 PaaS 비즈니스 합산 매출이 각각 25%, 26%, 25% (각각 10월 31일 마감하는 2018
년 3분기, 7월 31일 마감하는 2018년 2분기, 4월 30일 마감하는 1분기)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지난주 사프
라 캐츠가 발표한 3분기 전망에서 오라클의 SaaS, PaaS, IaaS의 합산 매출이 21%에서 25%로 증가할 것임을 밝
혔다. 따라서 6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기업이 세일즈포스닷컴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이것은 당당한 성공 사례가 아닐까? 특히, 60억 달러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지닌 이 기
업이 330억 달러 규모의 온프레미스 비즈니스도 보유하고 있고, 온프레미스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클라우드를
위하여 재작성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하는데 이 접근법을
선택하는 고객의 비율이 98.4%에서 100%에 달한다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을 고려해보면 더욱 큰 성공이
라 할 수 있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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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
Oracle Autonomous Data
Warehouse Cloud
왜 고객들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가?

고객 선택권은 오라클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하고 앞선 요소이다. 2년 전, 오라클은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온프레미스 시절의 손이 많이 가는 접근법에서 클라우드의 고객 중심적 접근법

을 향하여 개편하였다. 고객이 지닌 고유한 수요와 선호도에 걸맞은 방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오라클의 비견
할 수 없는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 여기에 갱신 보장을 위하여 고객 성공을 위한 내부적인 방향 전환까지 고려
할 때, 오라클은 자사의 클라우드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지난 40년 간의 엘리슨의 선지자적인 성공과 전략적인 포지셔닝은 범접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수년
간 기업용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향하는 방향에 대하여 그의 전망은 고려할 만 하며 특히 아마존, 세일

즈포스, 워크데이의 3대 경쟁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엘리슨도 틀릴 때는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와 다르게 기업용 기술 비즈니스에서 그의 성과는 따라올 자가 없으며, 이제 그는 이미 사전에
정해지고 천편일률적인 세계관에 딱 들어맞지 않을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비전에 미래를 걸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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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for Data Warehouse의
도입으로 비용 절감, 신뢰성과 성능 증대를 달성하여 데이터에서 더 큰
가치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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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일반적 고객 유스 케이스
새로이 유입되는 데이터의 속도와 규모는 전통적인 데이터 마트, 기업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시스템에 막

오늘날의 선도적 조직은 전체 데이터 소스에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분석을 통한 차별화를 달성하고 있다. 일

강한압력을 부여하고 있다. 전통적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고객들이 이러한 압력에 대응할

부 기업에서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데이터 중심 기업으로의 변모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전

수 있을까? 다수의 고객은 “샌드박스” 환경, 부서별(LoB) 데이터 마트, 데이터베이스 백업 등을 통해 클라우드

략은 급증하는 데이터 관리라는 도전과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미 현재의 디지털 세상에서 폭발적 속도로

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IoT 데이터 소스는 다음 세대의 포문을 열고 있다. 과거의 물리적 데이터 웨어하우
스는 분석 용도의 전사적 데이터 취합에 적합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기위하여 필요한 스토리지와 전산 자원

보다 발전적인 수익형 유스 케이스로는 고성능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 클라우드 컴퓨팅 분석과 통합된 데이터

은 폭발적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웨어하우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구축을 들 수 있다. 오라클이 혁신적으로 선보이는 Autonomous Database for

Data Warehouse 클라우드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비견할 수 없는 신뢰성과 동반 구현하
그 외에도 패칭,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라는 번거로운 수작업으로 데이터 오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리

는 솔루션이다. 완벽하게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로써, 패치 및 업그레이드의 자동화를 위하

스크, 비용, 복잡성을 경감하고 가치 달성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여러 조직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

여 셀프 튜닝 및 사전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매뉴얼한 관리로 인한 인간 오류의 발생을 방지해준다.

라우드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로컬 호스팅 방식이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아웃소싱 방식이든, 또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방식이든, 클라우드는 보다 단순한 관리, 성능이 보장된 확장성
과 가용성의 향상, 데이터 저장과 처리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완벽한 Oracle Cloud Platform이 구현한 일반적인 고객 유스 케이스

왜 고객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가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트

이질적인 데이터
소스의 통합
단순한 배포와
마이그레이션

상시 안정성

클라우드로의 이동

비용과 리스크 경감

빅데이터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의 출력

빅데이터 지원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통합

왜 고객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가

고성능 분석

분석 및 데이터 인사이트
추출의 가속화

써드파티 BI 및 분석 앱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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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s for Data
Warehouse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Oracle Autonomous Data

Warehouse 는 머신 러닝에 기반하여 자동적으로 성능
을 튜닝하고 최적화한다. 차세대 Oracle Database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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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합리적 가격, 풍부한 기능,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고탄력성

고성능 쿼리와 동시 워크로드

Simple,
Fast,
Elastic

상이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사전

사전 구성된 컴퓨트 및 스토리지

구성된 자원 프로필로 쿼리 성능

유형으로 고정된 자원 블록을
위해 과지불할 필요 없이 즉각

최적화

적인 용량 증감 가능

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Oracle SQL

활용함으로써 전례 없는 수준의 신뢰성, 성능, 고탄력

Oracle Database를 지원하는

빌트인 웹기반 SWL 툴
Apache Zeppelin 기반

모든 비즈니스 분석 툴과

성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수 초 내의 배포가 가능하다.

노트북으로 브라우저에서

DWCS의 완벽 호환

즉각 가동 가능

데이터베이스 이관 유틸리티

자율운행
시스템 구동 중 자율 튜닝,

Amazon AWS Redshift, SQL

패치, 자율 업그레이드를 위한

Server,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월한 이관을 위해 전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완전 자동화

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s for Data Warehouse이어야만 

마이그레이션 툴 배정

하는 이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적재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Oracle Object Store, AWS S3, 또는

자율 데이터
웨어하우스

고성능

고탄력성

상시 가용성

•O
 racle Exadata 엔지니어드 인프라에 기반하고 머신러닝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상에서 구축되어 적응형 캐싱과 인덱싱 구현
•동
 일 구독비용 하에서 AWS Redshift보다 10배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선보이는 Oracle
Database. Redshift에서 10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도 오라클 환경에서는 1시간으로 충분
•머
 신 러닝을 통한 인덱싱과 캐싱 자동 최적화로 CPU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고 AWS Redshift
대비 더 큰 고객 가치 제공

오라클 고객에게 부여되는 사전 구성된 컴퓨트 및 스토리지 자원에 대한 정밀한 수준의 제어를
통해 즉각적인 용량 증감이 가능하며, 고가의 미사용 고정 클라우드 자원 블록에 대한 과지불의
예방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매뉴얼 구성 오류를 제거하여 신뢰성을 보장하고 무제한 동시 접속과
고급 클러스터링 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운타임 없는 데이터 저장 역량 강화

클라우드 상에서, 이동 중, 저장

온프레미스로부터 신속하고

• 시스템 운영 중 셀프 튜닝, 패치, 자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완전 자동화 데이터 베이스
• 최적화와 사전 구성으로 15초 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 생성 가능
•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또는 IT 인력 충원 없이 보유 데이터 대상으로 즉각적인 분석 실행

중에도 디폴트로 데이터 암호화

확장성 있는 데이터 적재

Oracle Data Warehouse 구현의 선택권
오라클이 제공하는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어떠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도 지원할 수 있는 완벽한
서비스

Exadata
(on premises)

Exadata Cloud
@ Customer

Exadata Cloud
Servic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라이선싱 모델

구매형

구독형

구독형

미터형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미지원

지원

지원

지원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사전구성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네

완전 관리형 DB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네

하드웨어 설정 최적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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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제공하는 진정한 클라우드 상의 기업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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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오라클 클라우드만의 독창적인 역량
Data Warehouse Cloud Service

수 많은 벤더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솔루션은 원시적이
고, 사용이 복잡하며, 기업용 확장성과 구축 선택권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라클만이 데이터 웨어하우

Other DW
Cloud Startups

스를 위한 차세대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한 머신러닝에 기반한 새로운 세대의

Oracle Database는 완전 자동화를 실현하여 인간의 오류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전례 없는 성능과 신뢰

프라이빗 클라우드

성을 제공한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for Data Warehouse는 비견할 수 없는 유연성,

퍼블릭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과 단순성 등 업계 선도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보유한 데이터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가치를 획득하고 이 데이터의 더욱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

엔지니어드 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하기 위함이다.

43

완전 관리형 서비스
고성능 기술

Oracle Cloud는 개방형으로써,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완전한 클라우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써드파

데이터 가상화 서비스

티 애플리케이션, 툴, 심지어 오픈소스 Hadoop 솔루션까지 지원한다. 오라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철저한 암호화

솔루션은 완벽히 통합된 클라우드, 업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포괄적인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에게 가장 적합

백업 DR 서비스

한 클라우드 여정의 집대성이다.

BI 서비스

오라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의 시장 선도업체이다. * 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 Service

고객 이점

for Data Warehouse는 오직 오라클만이 가능한 쉬운 사용, 단순성, 고성능, 보안, 가치와 함께 고확장성의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완벽한 분석 솔루션

수월한 마이그레이션

오라클을 선택하는 고객은 배포 옵션을 지니게 되며 기존 투자분을 보존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즉 데이
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할 수 있다.

전체 조직에서 어떠한 데이터 유형의 어떠한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 Oracle Data Warehouse Cloud
Service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적재 및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신속하게 도출
하고 실시간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의 DWCS로의 이관이
수월하다. Oracle SQL Developer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관시켜준다. 클라우드를 위해 준비된
마이그레이션 워크벤치 툴은 Redshift를 비롯한 모든 주요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를 지원한다.

다음 단계:
• 무료 클라우드 크레딧을 활용한 다양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체험
https://cloud.oracle.com/ko_KR/tryit
• 세부정보 보기 및 지금 등록
https://myservices.us.oraclecloud.com/mycloud/signup?language=ko

비용과 리스크 경감
Amazon Redshift에서 오라클의 자율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고객들은 비용을 절반 가량 감축하면서 99.995%
의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보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기존 투자분의 보존
온프레미스 오라클 데이터 관리 워크로드는 Oracle Cloud
솔루션과 100% 호환성을 보장하여 고객의 기존 투자분과
스킬을 보존해준다. AWS Redshift를 사용하는 고객은 코드를
아예 새롭게 재작성해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재정렬시켜야
한다.

* Gartner Magic Quadrant for Data Management Solutions for Analytic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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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 구축에서 클라우드 배포로 이관하는 조직이 증가함에 따라 DBA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오라클의 Database Product Management 담당 Vice Penny Avril에 따르면 이
러한 변화는 DBA 가 데이터의 보호자와 문지기에서 조직 내 보다 전략적인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
한다. 그러나 새로운 클라우드 현실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DBA는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자의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이 무엇
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기업 내의 클라우드 도입 확산에 대한 DBA의 걱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 DBA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클라우드 벤더들이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기초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며 일부에서 이를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클라우드로의 접근법 변화는 DBA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시한다고 믿는다.

DBA의 일이 더 쉬워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Joyce Wells

좋은 소식은 DBA들이 매일 24시간 주 7일 동안 대기해야 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이들이 현재 수행하는 일반적
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개발/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의 프로비저닝이나 관
리와 같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클라우드 덕분에 훨씬 수월해진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을 더 이상 책
임지지 않아도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DBA의 일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어 일과 여가의 균형을 관리하기가 쉬워
질 것이다.

DBA의 책임 중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DBA는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자의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이 무엇
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책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데이터 모델링, 데
이터 보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의 성능 모니터링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더욱
돋보이고 중요성이 증대되는 직무의 요소를 띄게 된다.

이것이 DBA의 역할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변화에 대한 한 가지 시각은 DBA에서 “B”라는 약자를 제거하여 DBA를 “DA” (데이터 관리자 또는 데이터
아키텍트)로 전환하는 것이다. 데이터 관리자는 단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주요 비즈니스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지니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의미
를 지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클라우드 현실에서 DBA는 무엇에 대비해야 할까?

DBA들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와 대화를 통해 이들이 클라우드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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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클라우드로의 변혁 뒤에는 전술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DBA들은 기업이 클라우드로 이관해야 할 애플리

용으로 등장한 무수히 많은 수의 가상 머신과 워크로드의 관리로 오히려 진화했다. 데이터베이스에 국한하여

케이션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워크로드의 분석과 기술적 요구사항의

살펴보면 오라클이 자동 스토리지 관리, 자동 워크플로우 저장소 등 DBA의 업무 자동화를 도입하였을 때

정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관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DBA들은 처음에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지?”라고 물었다.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고 우려했지만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클라우드의 매력은 기업이 업데이트를 위하여 수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능이 점진
적으로 추가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릴리즈를 통해 제공된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은 새롭게 추가된

반면, 오라클이 처음 플래시백 기술을 선보였을 때 이는 DBA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당시 DBA들은 “이제

기능을 누리면서도 많은 경우 이 기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에 이를 반드시 알 필요가 없다. 예를

오라클이 이 기능을 버튼 하나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복원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겠다”라며 신

들어, 오라클이 새롭게 발표한 JASON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이제 Oracle Database에서 JASON의 쉬운

기술을 반겼다. 최근에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도입한 많은 기업의 DBA 가 직무 변경을 겪었다. Exadata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속성 그래프 작성 기능이 추가되어 소셜 미디어 분석과 사기 분석에 활용

Oracle Database Appliance 같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사전에 구성되고 사전에 프로비저닝이 된 상태로 제

할 수 있다. 오라클이 발표한 새로운 기능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조직과 개인 모두 블로그, 소셜 미디어, DBA 커

공되기에 DBA는 구성의 세부사항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파괴는 지난 수년간

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찾아 취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행되어 왔고 DBA의 역할은 함께 진화해왔다.

클라우드가 어떻게 DBA의 입지를 향상할 수 있을까?

보안은 어떻게 변화할까?

도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파괴와 함께 이를 테면 데이터 공유 서비스나 소셜 미디어부터 새로운 IoT 애플리케

새로운 클라우드 모델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DBA들이 새로운 유형과 출처의 데이터에

이션에서까지 더 많은 데이터가 등장하고 있다. 이 정보가 지닌 가치는 방대하며 자본으로써의 용도 또한 지대

대한 접근을 확대함에 따라 여전히 데이터 보안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최근의 침해사고에서 드러났듯 거의

하다. DBA의 중요성과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

대부분의 데이터는 해커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고객이 Oracle Cloud 상에 위치한

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Oracle Database를 사용할 때, 오라클은 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읽을 수 없다. 즉, 고객 측에서 누군가는 데이
터를 이해하고 분류하여 누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니는가에 대한 권한 모델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제공(delivery)인가?

한다. 이 책임은 계속해서 DBA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그렇다. DBA 가 데이터와 데이터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더욱 잘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노력한다면 그들의 중요성이 급격히 향상될 것이다. DBA의 역할에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데이

DBA가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는

터, 새로운 데이터 출처, 전례 없는 데이터 규모의 관리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데이터를 가용하도록 지키

무엇이 있을까?

는 기술자를 뛰어넘어야 한다.

데이터 모델링, 성능 관리, 보안 설정의 역할은 클라우드 시대에서 DBA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세 가지 스킬을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취하고, JSON 수집 모델링, 샤딩 환경의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암호

이러한 전환을 위해 DBA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화, 키 관리 등 새로운 데이터 관리 기술의 관점에서 스킬을 확대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 스킬에 대한 수요 증대

여러 조직에 있어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이관한

를 위하여 중요하다. 클라우드에서 자동화와 셀프 서비스로 시스템 설정의 상당 부분이 다시 데이터 관리자에

다수의 조직에서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DBA의 몫이다. 그러나 새로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게 돌아올 것이기에 기존에 시스템 관리자가 다루었던 새로운 영역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때 이는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DBA 가 기대할 수 있는 최종 종착지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팜(farm)이 온프레미스 유지보수

이 밖에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모델에서 보다 유연한 클라우드 모델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클라우드에서 더 큰 데이터 가치를 확보할

가상사설망(VPN) 구성, VPN과 기업 데이터 센터의 확장 연결, 스토리지 할당과 설정은 데이터 관리자를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DBA 가 노릴 수 있는 다음 성장 기회이다.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필수요소로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RESTful API 스크립팅 기술과 완전한 개발, 테스
트, 운영 시스템 설정의 조율은 데이터 관리자를 개발 조직에 있어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며 비즈니스 시

지금까지 DBA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스템의 구현에 있어서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클라우드 시대에 발맞추기란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다. 오

돌이켜보면 중요한 변화는 수 차례 있어왔다. 가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시스템 어드민의 일자리가 사라진

늘날 풍부한 온라인 과정과 교재가 데이터 관리자의 자율 학습을 위하여 존재하며 다양한 클라우드 제공업체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이들의 역할이 하드웨어와 운영 체계의 관리에서 가상화로 인한 기존 자원의 더 나은 활

의 무료 체험판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학습한 새로운 스킬을 시험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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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재무 담당자가 들려주는
계획 수립의 어려움

“엔론에서 작성한 스프레드시트의 거의 4분의 1 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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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담당자가
스프레드시트를 싫어하는

스프레드시트의 문제점

아무도 스프레드시트가 사업 운영의 묘안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의 일환으로 파산한 에너
지 거대기업 엔론의 서류창고에서 꺼낸 스프레드시트 9,120 건을 분석해 보았더니 거의 1/4(24%)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1

7가지 이유

엔론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FIF9이 영국 내 의사결정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다섯 곳 중 하나 꼴로 허술한 스프레드시트가 직접 원인이 돼 재무 손실을 겪었고 1/3은 스프레드시트 문제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2

세 재무 전문가와 얘기하다 보니
스프레드시트가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그런데도, 벤타나 리서치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에 달하는 기업이 계획 과정 전반에서 여전히

예측 업무에 이상적이지 않은 이유에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48%는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3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세 재무 전문가의 솔직한 이야기

그중 가장 심각한 7가지를 추려 소개합

도대체 스프레드시트가 왜 그토록 못 미더운 것이며 그런데도 어째서 이토록 많은 재무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나 계획 수립, 예측 같은 전략적 업무에 스프레드시트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큰 조직의 전/현직 고위
재무 전문가 세 명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스프레드시트가 재무팀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지, 그 시련이 업무와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무 담당자들이 스프레드시트를 싫어하
는 7가지 이유와 그럼에도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 얽힌 개인적 사연과 함께 과거에 스프레드시트 때문에 큰 금융사고가 일어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로 간단히 스프레드시트의 늪에
서 벗어나는 법을 제시합니다.
전문가 소개
TERESA

JIM

SHANNON

Teresa는 30년 넘게 글로벌 ICT부

Jim은 30년 동안 매출 10억 달러

S h a n n o n 은 이동통신업계와

터 EMEA 자동차 리스 업체, 최근

짜리 기업을 비롯해 여러 기업에

금융업계를 거치며 EMEA 및 북

에 대형 EMEA 정부 조직에 이르

서 재무 담당 이사와 재무 관리

미지역에서 예산 편성 및 기획

기까지 여러 조직을 거치며 재무

자를 역임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실무 일선에
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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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마젤란 펀드

계획 수립 과정은 대개 매우 체계적으로 시작합니다. 재무 부서에서 예산 편성용 템플릿을 만들어 각급 담당자

소속 회계사가 엑셀 시트에 마이너스 대

에게 배포합니다. 그런데 통제력이 미치는 범위는 거기까지 일 때가 많습니다.

신 플러스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3억
달러 자본 손실이 이득으로 바뀌었습니

Teresa는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도 귀신같이 우회하는 법을 찾아냅니다. 템플릿을 복사해 다른 스프레드시트

다. 이에 주주들은 회사가 큰 이익을 내

에 붙여 놓고는 마음대로 행과 열, 수식을 추가하죠.”라고 말했습니다.

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말에 배당을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꿈은 곧 깨지고 말았

그러면 재무부서는 나중에 정보를 취합하느라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스프레드시트가 배포되었음

습니다.

에도 온갖 다른 문서로 둔갑해 최종 예산이나 예측을 할 때에는 일일이 조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004
톨레도 대학교의 직원 하나가 예산 스프
레드시트에서 수식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에 이 대학의 대학원생이
10%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

Jim은 문제의 원인이 일부는 계획 수립의 맥락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재무부서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

실은 10% 줄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 결

니다.

과 추정 수익이 과대평가되었고 국가에
서 받는 지원금이 240만 달러 감소했습

“직원들에게 각자의 예산과 예측이 상위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고 사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줘야 합니

니다.

다. 그래야 예산 담당자가 경영진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데 매몰되지 않습니다.”

JIM 의 이야기

#2

수식 오류로 인한 매출 감소

만연한 수식 오류
“A 사는 다른 기업의 인수 타당성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상대 기업이 제출한 재무 데이터는 상당 부분 스프레드

자유형식 스프레드시트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깨지거나 잘못되기 쉬운 수식에 의존하고

시트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성장 데이터로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 한 시트에 수식 오류가 있어 예측 성장률이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적힌 수치가 그럴듯해 보여도 조금만 아래로 들어가 보면 잘못 입력된 수식부터 행과 열을

인수자가 실사를 벌였음에도 그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인수는 진행됐습니다.

잘못 복사한 수식에, 원하는 계산이 맞지 않는 수식까지 온갖 문제가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인수 가격의 일부는 과거 수익률을, 일부는 미래의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인수 후 예측했던 성장은

Teresa에 따르면 수식 오류는 재무 담당자에게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죠.

실현되지 않았고 새 경영진이 그 이유를 찾던 중 스프레드시트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셀마다 뒤지면서 수식이 정확하고 적절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의 보증 조건에는 인수자 보호규정이 있었고 법원 판결로 매도자(개인 전원)는 앞서 수령한 매매

Teresa는 “예산 담당자들은 수식을 수시로 바꿉니다. 계산과 필드를 마음대로 추가하면서도 틀릴 때가 적지 않

대금 중 상당액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im 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우발적으로(또는 일부러) 수식을 바꿀 위험이 큽니다. 그 결과는

매도자 중 한 명은 매각 대금으로 꽤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바 법원 판결로 개인 파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데이터의 오염이죠.”

스프레드시트의 이용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의 보증 조건, 과소비까지 얽힌 교훈적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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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만 이해하는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시트는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건 장점이죠. 최소한 바꾸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입니
다. 하지만 마음대로 만든 수 백 가지 예산편성 스프레드시트가 재무 부서에 제출되면 각각이 무슨 정보를 전달
하려고 하는지 분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Tere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좋을 대로 스프레드시트의 형식을 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가정
을 근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은 스프레드시트에 적지도 않죠.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산 담당자마다 찾아가서 어떤 가정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프레드시트
를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Shannon도 이 원칙에 동의하지만, “큰 조직에서는 재무 부서가 예산 담당자와 일일이 면담할 여유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큰 조직에서는 예산 담당자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보다 예산 담당자 그룹을 대표하는 부서급 대표
자와 만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ERESA 의 이야기
서로다른가정에따라전진하는영업팀

A s t r a Z e n e c a 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옛 계획 수립 정보”를 잘못 배포했다가

"한 대형 주택담보 대출업체의 이사회는 일정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팀이 예산을 취합해보니 생산
량 수치가 달랐습니다. 상위 전략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
었습니다.

주가가 0.4%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 했습
니다. 앞서 시장에 제시한 전망과 상충하
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해명
은 애널리스트 커뮤니티에 배포한 스프
레드시트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었다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영업팀은 조직의 전략 목표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커미션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재무 부서가 영업 부서의 예
산 담당자와 함께 가정을 하나씩 검토한 후에야 서로 다른 목표를 향
해 나아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출된 예산을 취합할 때 오로지 스프레드시트
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예산 담당자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예산이
전체 사업전략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투자자
들에게 배포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지만,
주가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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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문서관리

스프레드시트는 편집과 이름 바꾸기, 저장, 삭제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곧잘 악몽으
로 변합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버전으로, 때로는 자기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스프레드시트를 저장하면 어
떤 버전이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인지 놓치기 십상입니다.

보호 조치가 없는 파일은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기 쉬워 중요한 스프레드시트가 일시적으로(짐작하기 힘든
이름일 경우) 또는 영구히(실수로 삭제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예산/예측 자료를 노트북과 전화기,

USB에 담아 돌아다닐 때 나타나는 데이터 보안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말입니다.
SHANNON의 이야기
허술한 문서 명명의 위험성

“제가 몸 담았던 한 회사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서로 얽힌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수입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2014

그 시스템의 가정은 모두 “Book 2”라고 하는 간단한 이름의 자체 스프레드시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보

월그린의 Wade Miquelon CTO는

면 아찔한 일이죠. “Book 2”는 아무거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름을 지닌 문서는 잃어버리기도 쉽고 실수로

Medicare 사업에서 10억 달러에 달

누가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핵심 시스템마저도 스프레드시트를 얼마나 허술하게 다룰 수 있

하는 예측 오류를 범한 뒤 사퇴하고

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말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

2011
#5

르면, 월그린은 연간 계약에 따라 판
매하는 몇 가지 제네릭의 약품 가격

핵심 인물 의존도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재무 부서나 예산 그룹에 예산이나 예측 스프레드시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긴급하게 바꾸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 이 핵심 인물이 병가 또는 휴가 중이면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6

예산 담당자의 저항

세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예산 담당자는 대개 계획 수립과 예측 업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에 맞춰 고품질의 정보를 제출해야겠다는 의욕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

Shannon은 본인이 몸 담았던 한 회사를 예로 들며 “그곳에서는 재무 부서의 한 사람만이 복잡한 수입 예산

니다.

스프레드시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Ji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습니다. 어떤 이는 나중에 수
“그 사람이 휴가라도 가면 회사는 수입과 연계한 시나리오를 전혀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치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전념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공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에 위험을 관리할 계획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상황 변화에 항상 임기응변식으

는 툴과 템플릿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싫어

로 대응할 수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는 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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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esa의 생각도 같습니다. “계획 수립을 잡일, 일회성 숫자 씨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
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계획 수립과 재예측이 사업 목표 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예산 담당자가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기대만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 부서의 업무가 크게 늘
어나죠.”

예산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에 확신이 없으면 스프레드시트의 제출이 늦어지고 안에 담긴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의사결정에 쓸 만한 정보가 줄어듭니다. Jim은 예산 담당자가 정확한 계획이나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업 데이터를 충분히 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양질의 예측 데이터
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부정확하기까지 한) 모든 사업부에서 재예측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환경 변화에 재빨
리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계획 수립과 예측의 의미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죠.

#7

재무 부서가 책임을 뒤집어쓴다

세 재무 전문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그것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문제는 오류

어째서 스프레드시트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나 지연 발생시 항상 재무 부서가 욕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분명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세 전문가는 스프레드시트의

Tere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해 첫 이사회까지 예산이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으면 재무 부서는 신뢰를 잃습

인기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무 전문가에겐 숙명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니다. 오류가 발견되기라도 하면 책임은 늘 재무 부서에서 져야 합니다.”

Tere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7년 제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IT 기업에서 일할 때였는데, 새 CFO가 도착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재무팀에 엄청난 업무 부담이 생깁니다. Tere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하자마자 한 말은 ‘이 정도 규모의 회사를 스프레드시트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

너무 많으면 재무 부서에 스프레드시트를 취합할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씩 데이터 오류를 확

만 많은 기업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하고 또 확인하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Ji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문제점이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Jim은 또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은 재무 데이터 분석이나 이사회의 대응 방안 조언 같은 전략적

없앤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활동에 써야 할 시간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Tere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과 예측, 예
산 편성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재무 부서가 수치를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분석하고 그에 맞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취합에 시간을 대부분 쓰

그렇다면 재무 전문가와 예산 담당자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고 있을 땐 요원한 일이죠.”

예측에서 스프레드시트가 지닌 친숙함과 유연성은 유지하면서 수 백 개 개별 스프레드시트를 취합하고 통합
하고 확인하는 엄청난 수고를 없애는 방법 말입니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에 그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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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로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을 배가 할 수 있습니다.

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는 각 사업부의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는 통합 계획 플랫폼입

INNOVATION &
LEADERSHIP

니다.
익숙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스프레드시트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중앙 집중형 시스템
인 까닭에 개별 스프레드시트를 모으고 취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호스팅 되므로 초기 인프
라와 라이선스 비용도 없습니다. 월 이용료만 내면 됩니다.

Oracle PBCS는 예측 모델링과 what if 시나리오 생성, 영업, 운영, 전략 계획의 연계를 위한 첨단 기능을 비롯
해 예산 담당자와 재무팀에게 두루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이 돋보입니다.

•전체 예산 담당자와 그 외 계획 수립 기여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확장성
•추세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를 이용하는 정확한 예측
•대안과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가시성
•환경 변화 시 신속하게 재예측해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

01

Oracle PBCS는 또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장악력과 가시성을 높여 주는 명확한 업무 목록으로 워크플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자동화합니다. Oracle PBCS를 이용 중인 재무팀에 따르면 단절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곳과 비교해 예

전통사업자와 혁신자의 격돌

측 업무 소요시간은 38%, 데이터 취합 시간은 23% 각각 감소하고 데이터 분석시간은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02

이것은 재무 및 영업 데이터를 취합하고, 프로세스마다 분석 장치를 내장하고, 고급 분석 기법을 동원해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세 예측하기를 잘하는 CFO는 그렇지 못한 CFO보다 이익과 수익이 70% 더 높다는 IBM의 연구를 감안할

첫 단계는 IT 기업화이다

때 대단한 이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03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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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PBCS가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예측 업무에 가져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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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2017년 한 해를 관통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의 하나로,

2018년에도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
고 있지만, 관심의 초점이 소수 디스럽터(Disruptor, 시장 파괴자이자 혁신자)에 모이는 사이, 실제적으로 시장
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대응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해 나가는 사례에 좀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혁신의 방안
이 그렇게 멀거나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임하늬 대표이사

01

로아컨설팅

가전/ 가구 제조 영역에서의 혁신
먼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는 로봇 청소기,
룸바(Roomba)

로봇 청소기 룸바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로봇
(iRobot)에서는 최근 자기 위치 추정기법(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을 사용하여 청소하
는 동안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과 가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조명, 온도조절장치,
보안 카메라 등 가정 내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더욱 스마트
하게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아이로봇에서는 이처럼 룸바가 수집한 실내 맵핑 데이터를 추후 아마존이나 구
글, 애플 등의 업체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의 움직임과 활동 시간을 체크하는 책상, 허먼 밀러(Herman Miller)
허먼 밀러는 1923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전통적인 가구 업체이다. 허먼 밀러에서는 최근 라이브 OS(Live OS)
라는 이름의 스마트 가구 센서를 개발하여 가구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소비자가 책상에 머무르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컨버터블 책상에서 소
비자가 앉아있거나 서서 일한 시간 등을 체크할 수 있다. 이 책상은 또한 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목표치를 설정해두면 모바일 앱을 통해 알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인 소비자가 아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 향상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농업 영역에서의 혁신

02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여 비료를 뿌려주는 스프레
이 장비, 디어앤코(Deere & Co.)

디어앤코는 설립된 지 1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랙터 제조사
이다. 디어앤코에서는 2017년 9월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스타
트업 블루 리버 테크놀로지(Blue River Technology)를 3억 500
만 달러에 인수했다. 디어앤코는 자사의 향후 사업 전략에 인공
지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블루

출처 블루 리버 테크놀로지(Blue River Technolog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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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이유를 밝히고 있다. 블루 리버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컴퓨터 비전과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잡초
인지, 작물인지를 인지하고 이에 맞게 비료 혹은 제초제를 분무해 줄 수 있는 씨 앤 스프레이(See & Spray) 기술
이다. 블루 리버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화학 약품 사용량을 최대 90% 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디어앤코의 경우 블루 리버 인수 외에도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하는 등 농
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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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단계는 IT 기업화이다

이들의 혁신 방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
이 밖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통 사업자의 사례는 커머스나
여행, 미디어,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결국 디지털이라는 키워드가 데이터 확보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각 사업자
가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든 간에 데이터 자산을 진입 장벽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알파벳
(Alphabet)이나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 역시 데이터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
지만, 한 사업자가 특정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바로 여기에 기존 사업자들
의 기회 요소가 존재한다. 즉, 특정 산업에서의 소비자(Use-case) 데이터를 선점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존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로아컨설팅은 디지털 리딩 사업자의 최근 이슈와 트렌드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DB www.roadb.com/enterprise
로아컨설팅은 기업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ICT 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상세 분
석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보고서나 인포그래픽 보고서 등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보고서도 제공됩니다.
개인 DB www.roadb.com/personal
로아컨설팅은 또한 개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요 ICT 사업자들의 일일 동향과 트렌드를 분석한 칼럼 및 유망 비즈니
스 모델에 대한 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roaconsulting.co.kr
데이터베이스 구독 문의 및 커스터마이즈 보고서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OA Consulting Official Web Site : www.roaconsulting.co.kr
ROA Consulting Official Facebook Site : www.facebook.com/roa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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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상무
한국오라클 ODP 세일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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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

고객 경험을 강화한 대표적 케이스이다. 또한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도입으로 고객에게는 신선한 고객 경험을

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출처: IT 용어사전)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절감하며 ‘충성고객 확보 + 이윤창출’ 두가지에 모두 성공하게 된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는 이렇게 정의 내렸다.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
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

이제 왜 우리가 IT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스’ 음…. 이해는 되지만 뭔가 딱 와 닿지 않는 용어이다.

우리 기업은 제조업이니까, 우리 기업은 출판기업이니까, 우리 기업은 서비스 기업이니까.....
이제 그 장벽을 허물고 IT를 중심으로 리더에서부터 전 직원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다른 정의를 볼까요?

IT에 관심을 갖고 이 변신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잘 해내냐는 앞으로 여러분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

로아 컨설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다. ‘기존의 전통적 제조기업의 비즈니스

느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갖추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방식에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양면-다면의 다양한 생산자-소비자가 새로운 가치
획득이 가능한 생태계 중심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현상을 통칭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쉽게 ‘모든 기업이 IT 기업화 되어가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연 우리 기업은 직원들과 리더가 IT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 기업

“아니, 우리 기업은 제조기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IT기업이 되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박하실 수 있다.

은 이미 몇 년 전부터 ERP, CRM, HR 등을 통해 준비를 했다고 안주해서도 안된다. 그 시스템이 과연 지금 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저자 조지 웨스터먼은 디지털 역량이 높고 리더십이 뛰어난 기업들을 분석했다.

렌드에 적합한지, 그 시스템으로 앞으로의 이윤창출이 가능할지, 또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약 5개 기업, 150여명의 임원 인터뷰를 진행한 저자는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요소를 뽑아내고 디지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높이는 과정을 설명했다.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지켜보았더니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인지 그 종류를 불문하고 IT를 업고, IT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리

이들이 모두 IT 기업으로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밝혀낸다. 전통적인 IT기업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

더를 중심으로 관리자에서 실무자까지 기술로 똘똘 뭉쳐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는 ‘척’ 만 해서

도 IT를 통해 변화를 꾀하고 그것이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는 살아남을 수 없다.

쉬운 예로, 아마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G마켓 정도로 인식되던 기업이었다. GE제네럴 일렉트릭도

그렇다면 시스템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우리 기업은 어떤 시스템으로 무장했는지 말이죠.

마찬가지로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 기업이었다. 아직도 이 두 기업을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IT 용어를 흡수하고,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래도 이 두 회사는 온라인, 그리고 전자기술 등 ‘기술’이 전제된 기업이었다고 친다면, 이제 아주 관련이 없을

기업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것 같은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경우도 2010년부터 나이키 디지털 스포츠 팀을 신설하여 디지털을 통한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필자도 스마트폰이 한창 보급되던 시기에 나이키 운동화를 샀더니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서 내가 운동한 시
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머, 세상 좋아졌다’ 라며 운동화를 구입했던 기억이 난다. 그
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준비한 결과임을 지금 느끼게 된다.

스타벅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스타벅스는 지난 2008년 맥도날드의 가성비 좋은 커피와 던킨도너츠의 강세로 매출이 급감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 CEO 자리에 복귀한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핵심가치 집중을 위한 혁신 어젠다를 발표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술혁신이었고, 이때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과 제휴하여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
으로 도입한다. 고객 주문, 결제, 리워드, 개인화의 디지털 써클을 중심으로 모바일 주문, 다양한 혜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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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위한 필수 가이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마케터는 큰 숫자를 좋아하니, 이건 어떨까요? 2567%. 오타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클수도 있죠.
이 어마어마한 백분율은 바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록된 기술 벤더의 증가율입니다. 전례없고 믿기지도
않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따져볼까요? 불과 5년 사이에 어떤 종류든 기술 솔
루션을 판매하는 벤더가 무려 2567%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MarTech 업계에서 영웅이 되다시피 한 인물 Scott Brinker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Brinker 는

2011년 기술벤더와 그 상품/솔루션의 수를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술 벤더

70

72

75

78

는 150곳 남짓이었기 때문에 집계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기술의 지형도:

마케팅 자동화

교차 채널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지금은 40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백분율이 나온 것이죠. 사람들이 어째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

Scott Brinker 인터뷰

이메일 마케팅과 수요 창출,

교차 마케팅 기술은 B2C

콘텐츠 마케팅은 과거

는 지는 수치를 집계하는 Brinker 자신도 잘 모릅니다.

“마케팅과 IT가 협업을 했

잠재 고객 관리 프로세스

생태계 전체를 떠받치는 기

그 어떤 마케팅 방식과도

을 때에만 일관성 있는 마

가 성공하려면 고객의 니

둥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다릅니다.

케팅 기술을 확보할 수 있

즈, 기대와 긴밀하게 연계

추진 엔진이나 다름없기 때

습니다.”

된 전략이 토대가 되어야

문입니다.

만약 마케팅이 기술 열풍과는 동 떨어진 분야였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짚은 겁니다. Heinz Marketing의

Brian Hansford 고객 서비스 담당 이사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합니다.

81

84

86

"마케팅 부서에게 전략 기술 플랫폼은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재무, 영업, 제조, 유통, 인사부서에서는 이미
기술의 힘을 빌려 운영을 간소화하고 분석 정보를 제시하고 있었죠. 지금은 MarTech 분야 전역에서 일어난 혁
신 덕분에 마케터에게도 더 효과적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데이터 관리

소셜 미디어 마케팅

테스팅과 최적화

관건은 올바른 데이터를

특정 문구나 대화를 포착

테스팅과 최적화는 기업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도구야말로 실

오디언스를 더 잘 알게 되

거기에 데이터 관리 플랫폼

시간 마케팅과 참여를 이

는 계기가 되며 세그먼트별

(DMP)이 필요합니다.

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

로 전환해야 하는 경험을

소입니다.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제

본 가이드에서는 기술 솔루션과 마케팅 플랫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마케팅 분야를 몇 군데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마케팅 기술 솔루션 업체가 있다면 물어봐야 할 질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공합니다.

MarTech 툴의 수가 2011년 이후

2567%증가했습니다.

- Scott Br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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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어쨌든 혁신 기술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

분명히 메이저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복수 제품 전략을 구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는) 새로운 옵션이 워낙 많아서 그 중에 서로 잘 맞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모던 마케터는 통합

생태계나 마케팅 스택을 구현할 때에는 그 메이저 업체 중에서 한 두 곳이 중심이 되기 마련이죠. 소수의 메이저

보다는 혁신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통합된 앱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이 성공의 열쇠가 되

집단을 벗어나면 고급 고객 분석이나 콘텐츠 마케팅 관리, 번득이는 소셜 미디어 솔루션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는 것입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셜 미디어 자체의 속성이 빠른 변화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를 좇는 기업 모두가 그것을 떠 받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혁신이 여러 카테고리에 매우 폭넓게 퍼

마케팅 기술의 지형도
Scott Brinker 인터뷰

져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채널도 많고 고객과 가망고객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나날이 새로워지
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가변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 Scott Brinker,ion interactive CTO

Scott Brinker는 양방향 콘텐츠 마케팅 기업 ion interactive의 공동 설립
자겸 CTO이면서 블로그 chiefmartec.com의 주필입니다. 악명 높은 아
래 이미지를 통해 끝없이 성장하는 기술업계의 상징이 된 바로 그 블로그
의 배후 인물이기도 하죠.

핵심이 되는 소수의 메이저 업체와 소셜 미디어 기술이나 콘텐츠 마케팅에 특화된 다수의 소규모 틈새 기
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듯한데, 그렇다면 한 분야에 작은 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카테고리 안에 콘텐츠 마케팅에 특화된 기업뿐만 아니라 비주얼 콘텐츠 마케팅만 하는 곳
도 있고 콘텐츠 마케팅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기

Brinker 를 만나 마케팅 기술업계

때문에 실력들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 기업은 가치가 매우 높지만 아마도 스스로 수십 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지

의 급성장과 최근 동향, 향후 전망

는 못 할 겁니다.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마케터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옵션은 양날의 검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도 옵션이 많고, 저쪽
으로도 옵션이 많고. 기술 벤더가 이렇게 끝도 없이 많은데 도무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감이 안오는데요.

마케팅 기술 생태계는 얼마나

그것을 해결하려면 전략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면 대개 첫 발을 잘못 내딛게 되죠.

오랫동안 추적했습니까?

2011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

제가 모으는 데이터는 순전히 대화의 목적입니다. 마케팅 기술의 규모와 범위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하기 위한.
이미지제공 Scott Brinker chiefmartec.com

다. 마케팅 부서에서 기술 전문가

마케팅 조직이 어떤 기술을 어떤 순서로 도입해 어떻게 운영할지 판단해야할 때가 되면 제 데이터는 제쳐두는

의 역할 증대에 관해 수 년째 글을 쓰고 있는데,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차트를 만들게 된 이유는 “마케팅

것이 좋습니다. 그대신, 타깃이 되는 오디언스는 누구이고, 그들의 의도와 행동, 자금을 두고 누구와 경쟁하는

이 여러 툴과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툴이 150개 정도였는데, 많다

지,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마케팅 역량이 필요한지 고객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 생각했었죠.
거기서부터, 즉 실질적인 사업전략, 마케팅 전략 요건이 되는 것부터 역으로 되짚어서 무엇이 필요한 지 살피고
지금은 기술하고 마케팅 플랫폼이 몇 개 됩니까?

그것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이 몇 개냐”와 “한 페이지에 몇 개나 넣을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마케팅 기술 또는 마케팅
기술 기업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업체는 전 세계에 4,000곳 쯤 된다고 봅니다. 제 그래프에서는 보통 2,000곳
정도로 제한하는데, 그것은 최대한 대표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50 곳에서 4000 여 곳으로 늘어나는 동안 기술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흐름같은 것을 목격하신게
있습니까?

제 생각엔 우리가 Peak MarTech라고 하는 단계, 즉 이 세계에 있을 수 있는,
한정된 예산과 시간 등을 지닌 소수의 기업만 존재하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
는 것 같습니다.
- Scott Brinker,ion interactive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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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간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케터는 마케팅 자동화의 힘을 빌려 콘텐츠 커스터마이징, 커뮤니케이션 자동화같은 프로그램 활동을 고도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화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화합니다. 또 마케팅 자동화기술을 통해 구매자 행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캠

이 업계는 상당히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십여 개 기업으로 통합될 거라고는 보지

페인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현재 어느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더라도 과거 80년대, 90년대처럼 움직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대규모 통합이 일어나 몇 백 개 벤더만 존재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게 한 가지

캠페인관리

시나리오고요.

마케터는 캠페인에서도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환영캠페인, 육성캠페인, 이벤트 알림이 대표
적이죠. 업무는 모두 이 캠페인들을 중심으로 짜입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업무가 하나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이원화된 시장입니다. 일단 소수의 선도 마케팅 기술 플랫폼이 있죠. 오라클이 좋은

지만 마케터들은 창의적인데다가 가끔씩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한

예입니다. 여기엔 안정감 있는 소수의 플랫폼이 여럿 있죠. 그 플랫폼들은 어느 정도 표준화를 제시합니다. 그

정된 조치가 아니라 고객의 실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캠페인을 구상해야 합니다.

것들이 기단부를 세우면 다른 기업이 그것을 토대로 마케팅 기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죠.
마케팅 자동화 툴을 고를 때에는 단순한 캠페인과 좀 더 복잡한 캠페인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마케팅 기술은

마케팅과 IT가 협업을 했을 때에만 일관성 있는 마케팅 기술을 확보하고

마케터의 업무를 도와야지 학원이라도 다니며 컴퓨터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주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쯤되면 IT가 아니라 DIY가 되는 것입니다.

- Scott Brinker,ion interactive CTO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캠페인을 설정해놓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툴이 이
그런가하면 선도 플랫폼이 실제로 육성할 수 있는 2 차 시장도 있습니다. 선도 플랫폼들이 API와 ISV

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마케팅 계획을 바꿔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메일을 보낸 직후에 일어나기도 하죠.

(Independent Software Vendor)를 통해 생태계를 구현하면 거기서 수 백, 수 천의 기업이 그 환경에서 이용할

다른 이메일과 랜딩 페이지로 캠페인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솔루션은 이런 실제 상황을 도울 수

수 있는 특화된 혁신적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 마케터들에게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감당해야하는 반응 마케팅의 번거로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면 마케터는 탄탄한 기초를 갖추고 데이터를 표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이 변할 때 자사 마
케팅 전략에 가장 잘 맞는 혁신적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쓰고 있는 B2B 마케터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5%는 플랫폼의 잠재력을
- SiriusDecisions

주요 플랫폼 중에는 마케팅 자동화, CRM과 같은 기본 기능을 탄탄하게
갖춘 것이 많습니다. 이들 솔루션에는 일종의 빈 공간이 있어서 파트너 생태
계가 개인화, 콘텐츠 마케팅, 예측 정보같은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 Brian Hansford, 하인즈 마케팅 고객 서비스 담당 이사

간단히 말하면, 캠페인 활동 시 다음과 같은 환희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캠페인을 쉽게 구상하고 실행한다.
•결과를 측정한다.
•즉석에서 변경한다.
•클릭 한 번으로 다시 시작한다.

마케팅 자동화

•그 과정에서 IT 부서의 도움은 받지 않는다.
목표 설정과 세분화

이메일 마케팅과 수요 창출, 잠재 고객 관리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구매 전단계에서 고객의 니즈, 기대와 긴밀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가망고객과 기존고객에 대해 얼마나 쉽게 목표를 설정

하게 연계된 전략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마케터들도 이제는 데이터가 어떻게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일으키

하고 세분화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체 채널과 획득한 채널, 유료채널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활동을 포착해

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케터들이 더 정교한 마케팅을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방대한 정보의 원천에 어떻게 접

올바른 메시지로써 올바른 사람들을 조준할 수 있어야합니다. 행동으로 볼 때 고객이 될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

근하는지를 수작업으로 포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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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좀 더 유연하고 복잡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사의 잠재고객 평가 모델을 충분히 파악해 잠재고객을 가려
내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오픈 플랫폼

오픈 생태계에 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더 많은 논쟁이 있겠죠. 마케팅
자동화툴의 기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픈 플랫폼이란 필요
한 것을 직접 찾아 스택에 연결해 바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Out of the box라고 하던 개념이죠. IT 부
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쿠키상자를 건네며 잘 보일 필요도 없죠. 바로 켜서 사용하면 됩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신속하게 제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 뭐가 필요할까요?

대다수 메이저 마케팅 플랫폼에서는 애플과 앱스토어를 거울삼아 자체 마케팅 앱스토어를 통해 추가로 툴을
제공합니다. 이 툴이 고려 중인 툴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후기가 있다면 봐야
소셜 미디어 활동이나 캠페인에 대한 반응, 과거 구매 이력, 기회 현황, 3자 데이터와 같은 구매자 데이터를 토대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툴 검토에 들어가면 그런 앱들과 얼마나 쉽게 연결되는지 보여 달라고 해야 합니다.

로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세분화된 캠페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과 가망고객을 빠르게 구분해 가망

이 과정에서 시연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탈선해 버릴 수도 있죠. 마음에 두고 있는 앱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울리는 메시지를 기존고객에게 보내는 어리석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모른다는 생각

는 고객 레퍼런스도 부탁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들게 하는 것만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도 없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벤더에게 해야할 질문

마케팅팀이 하나로 움직여야 일이 성공하듯 툴도 서로 연결이 되어야 데이터를 가지고 이메일과 랜딩 페이지,

•설치 후 얼마나 쉽게 캠페인을 바꿀 수 있는가?

양식에 다이내믹한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 랜딩 페이지, 양식에서 동적 콘텐츠는 어떤 모습인가?
•잠재고객 평가 모델은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가?

목표 설정과 세분화의 성공 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시스템 확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무엇인가?

•기존고객과 가망고객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정밀하게 목표를 정하고 캠페인을 세분화한다.
•개인별로 차별화하고 맥락에 맞는 내용을 제시한다.

지금은 MarTech 분야 전역에서 일어난 혁신 덕분에 마케터에게도 더 효과
적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수익에

잠재고객 관리와 평가

미치는 영향을 사실과 데이터로 보여주면 마케팅의 지위와 전략적 중요성

웹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양식을 작성하는 가망고객은 모두 잠재고객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잠재고객을

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죠. Ascend 2의 연구에 따르면, B2B 마케터의 70%가 잠재고객

- Brian Hansford, 하인즈 마케팅 고객 서비스 담당 이사

관리 전략의 제일 목표로 잠재고객의 질 향상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을 판단하는 최선의 길은 잠재고객
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마케팅 자동화를 구입한(또는 구입을 고민 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QL을 더 많이 SAL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교차 채널 마케팅

잠재고객 평가 기능이 없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융통성입니다. 잠재고객 평가 모델은 대부분

교차 마케팅 기술은 B2C 생태계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추진 엔진이나 다름없기 때문입

가망고객의 프로필과 온라인 활동(디지털 보디랭귀지라고도 함), 캠페인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

니다. 올바른 기술로써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짜인 마케팅 계획이라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떤 프로그램은 잠재고객 평가 모델을 단일 캠페인과 연계하기도 하죠. 여러 캠페인의 활동을 취합해 점수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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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an

앞서 마케터가 수치를 좋아한다고 말했었죠. 교차 채널 마케팅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만한 수치가 몇 가지 있습
니다.
•마케터의 70%는 일관된 콘텐츠 전략이나 통합 콘텐츠 전략이 없습니다. (Altimeter)
•마케터 네 명 중 하나는 고객의 변화를 간파해 채널 구성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Econsultancy)
•마케터의 89%는 고객을 통일된 시각으로 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Experian)
•소비자의 32%는 소매업체가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전채널에서 통합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을 꼽았습니다.(Accenture)
•US 소재 응답자의 65%는 현재 최소한 2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쇼핑을 합니다. 반면 전세계 응답자의

25%, 미국 응답자의 21%는 4-5가지 채널을 통해 쇼핑을 합니다. (PwC)
위 외에도 통합 교차 채널 마케팅 환경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수치는 많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두 채널 이상을 이용합니다. 이 채널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는 다른 채널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

마케팅 플랫폼은 고객이 접하는 경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콜센터와 영업소, 영업사원과의 상호작용

니다. 그 사이 다른 채널을 들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채널의 넘나듬 때문에 전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의 전체적

도 모두 중요하지만 마케팅 플랫폼 밖에 존재합니다. 전 생태계가 통합되면 이들 접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플

인 모습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랫폼에 반영하여 고객 경험을 더욱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이 정보를 토대로 고객뿐만 아니
라 경영진까지 만족하는, 더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고객을 파악한다고 할 때에는 성별, 소재지, 검색 습관, 인구학적 특성 등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앞선 마케터는
고객을 더욱 자세히 파악합니다. 구매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터치 포인트(진열, 검색, 이메일 등)를 모두 추적

지표

하고 평가하며 올바른 기술을 동원해 각 채널의 영향력을 파악합니다.

올바른 지표의 선택은 대개 사업목표에 좌우됩니다. 측정 도구가 부실하면 문제를 찾아내 바로 잡기가 어렵습
니다. 직접 창출되는 수익만을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비행편 알림이나 배달 통

오케스트레이션

지처럼 매우 유용한 앱조차도 충성도 높은 수익 창출 고객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마케팅 기술은 다중 채널의 환경을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디지털 마케팅을 얘기할 때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채널을 무시한 마케팅 메시지의 대량 발송과 맥락 및 정보가

기본 지표로서는 독특한 열림을 통한 참여 유도, 클릭률, 기타 유사한 참여 지표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

부가된 교차 채널 환경을 구분 짓는 요소입니다.

지표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관찰하면 정보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링크를 기준으로 한 참여도
평가에서 나옵니다. 즉, 고객이 무엇에 이끌려 클릭을 했는지, 왜 이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보다 더 매력있었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툴에는 여러 채널 ID를 한 가지 식별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며 무엇을 선호하고 여러 채널에서 디지털 마케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검색 시 지표의 견고함도 살펴야 합니다. 정형화된 보고서와 대시보드가 유일한 옵션인지, 아니면 커스터
생태계

마이징을 통해 유입 경로와 투명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쁜 차트와 그래프는 보기에

오픈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한 것은 마케팅 기술이 끊임없이 변하

만 좋을 뿐입니다. 데이터 범위를 넣어 제출을 클릭하기만하면 보고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보고서의

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에게 파트너 생태계가 있다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사전 통

진정한 가치는 작성자의 분석과 혜안입니다.

합된 플러그 앤 플레이 앱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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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오디언스는 없습니다. 오디언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차 채널 마케팅 벤더에게 해야 할 질문

개념과 아이디어를 접하고 싶어합니다. 마케터는 전 유통채널에서 새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업계에서 브랜드

•채널별로 다른 식별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장치ID)를 연결하여 디지털 채널 간에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가?

를 생각의 리더로서 차별화하고 오디언스의 신뢰와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 업무에서 세분화와 실행, 보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나와 팀이 실행보다는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귀사의 솔루션이 창작과 테스팅, 자동화의 효율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새 콘텐츠는 블로그, 소셜미디어, 전자책, 백서, 비디오 등 가망고객이 있는 각종 채널을 통해 공유해야 합니
다. Scott Brinker의 2020년 마케팅 지형도 그래픽에 들어갈 최신 드론 콘텐츠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도 공유
해야 합니다. 콘텐츠 기술 도구는 콘텐츠 창작의 과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핵심 콘텐츠 기여자를 포섭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작가나 에이전시 인맥을 제공하는 도구도 있긴 하지만,

마케터가 직무에 가장 잘 맞는 툴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그 툴이 처음부터

내부 마케팅이 브랜드와 메시징, 포지셔닝에 대한 장악력 측면에서 조직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서로 통합이 잘된다면 니즈와 예산에 따라 솔루션을 맞바꾸는 유연성을 지닌

합니다.

통합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Yoav Schwartz, 우버플립 CEO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 Joe Pulizze, 콘텐츠 마케팅 인스터튜트 설립자

콘텐츠 마케팅
통합

콘텐츠 마케팅은 과거 그 어떤 마케팅 방식과도 다릅니다. 콘텐츠 마케팅 인스터튜트에 따르면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요소이면서 종종 과소 평가받는 것이 통합 에디토리얼 캘린더(editorial calendar)입니

이란 연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고급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오디언스를 확보 및 관리하며

다. 지난 수 년 간 퍼블리셔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 곳에서 여러 채널에 대해 콘텐츠 일정 계획을

궁극적으로 수익성 있는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데 주력하는 전략 마케팅 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콘텐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을 특정 요일에 올리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유능

츠 마케팅은 오디언스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는 이 또는

한 콘텐츠 마케터라면 자기 콘텐츠가 언제 어떻게 배포되는지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또한 마케

보는 이가 콘텐츠를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팅 조직의 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갈수록 콘텐츠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이메일로 엑셀 시트를 보내고
프레젠테이션을 인트라넷에 올려두기보다 팀 전체가 한 캘린더를 보게한다면 효율이 전례없이 크게 높아질 수

코퍼릿 비전의 최고 전략 책임자이자 The Three Value Conversations의 공동 저자인 Tim Riester는 “아무
리 기술이 좋아도 콘텐츠가 형편없으면 기술이 없느니만 못하다"며 "마케터의 우선 순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첨
단 기술에 실어 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픈 생태계라면 마케터가 기술 혁신의 장벽을 넘어 고객 확보라는
마케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콘텐츠 만들기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마나한 얘기 같지만 당연한 듯 받아 들일때가 너무 많습니
다. 가망고객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콘텐츠라야 인지도를 높이고 가망고객과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권한을 구축해 검색 엔진 최적화(SEO)를 개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B2B 마케터의

85%가잠재고객확보를콘텐츠마케팅의제일목표로꼽았습니다.

- 콘텐츠 마케팅 인스터튜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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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모든 마케팅 활동의 원동력은 콘텐츠입니다.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해도 다양한 오디언스 계층에 맞는
유관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으면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게시글이 여러 소셜 채널에서 공

빅데이터. 더 큰 데이터. 이 데이터, 저 데이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글자 그대로 수 테라바이트의

유되지 않는다면 소셜 전략도 무의미합니다. 캠페인에는 텍스트든, 이미지든, 비디오든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케터 앞

콘텐츠 마케팅이나 머지 마케팅 스택과 단절돼 있다면 업무가 중복되고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에 놓인 과제입니다. 관건은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 관리 플랫폼(DMP)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케팅팀이 서로 합심하여 고객과 가망고객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 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분석

마케터가 제 아무리 유기채널과 구전을 끌어들이려고 한들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유료 광고입니다. 디지

콘텐츠 마케팅 분석은 마케터를 도와 콘텐츠의 주요 병목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털 디스플레이 광고의 최대 지분은 프로그래매틱이라고 하는,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 광고에게 있습니다. Ad

수익과 충성도, 호감을 이끌어 내는지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콘텐츠 도구는 포괄적인 분석 자료를 제

Age에 따르면 "프로그래매틱 광고 구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올바른 데이터가 적용되는 한 광고 거래가 효율적

시하므로 마케터는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전략을 수정해 전 채널에서 참여도와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

일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석은 방문자수, 페이지당 평균 체류 시간, 다운로드 회수, 추천자 등 트래픽과 전환 통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2017년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의
마케터는 또 컨텐츠 기여자, 잔여 컨텐츠 할당량, 특정 기간에 퍼플리싱된 컨텐츠의 양등 컨텐츠 제작 수치도

72%는 프로그래매틱이될 전망입니다.

- eMarketer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르소나와 퍼널(funnel) 별로 컨텐츠가 얼마나 제작되었는지 파악하는 일도 마케
터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조직과 신원 정보 관리

마케팅 기술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간편한 에디토리얼 캘린더, 그리고 캠페인 관리와 연계된 작업

세상에는 온갖 데이터가 식별과 관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술이

흐름을 통해 맥락이 부여된 컨텐츠를 계획하고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플랫폼을 제대로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컨텐츠 마케팅 벤더에게 해야 할 질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컨텐츠는 모두 어떻게 정리돼 저장되는가?
•우리팀은 어떻게 방향성을 유지하는가?

First party data.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CRM, 소매계산대, 콜센터, 메일 등 회사에서 이미 관리중인 시스템

•블로그 게시글 외에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에디토리얼 캘린더가 있는가?

속 데이터를 말합니다. First party data는 대개 시스템 속 데이터 중에서 확인된 것(식별된 고객)과 확인되지

•자체적으로 워크 플로우를 만들어 승인 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않은 것(식별되지 않은 고객)을 모두 일컫습니다. First party data는 일반적으로 독점성은 높지만 범위는 제한

•이 툴은 보유 중인 기존 마케팅 스택과 통합 가능한가?

적입니다.

Second party data. 두 조직이 공유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컨대 두 브랜드(자동차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을 가지고 지표와 보고 업무를 한다면 데이터를 한데

가 타겟팅이나 영업 기회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자 공유하는 데이터가 그것입니다. Second party data는 일

결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결합이라는 과제를 간단하

반적으로 비공개 데이터입니다.

게 해결해주는 통합 솔루션으로 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소프트웨어
벤더가 많이 있습니다.
- Yoav Schwartz, 우버플립 CEO

Third party data. 범위는 가장 넓고 독점성은 가장 좁으며 시장에서 그 범위와 원가 변수에 따라(입찰로써) 매
매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Third party data는 대개 프로그래매틱 광고에 쓰입니다.
데이터 유형은 그것을 담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깅으로 이들 시스템에서 데이터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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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입니다. 이는 기존 고객(또는 데이터 세트)과 유사한 가망고객을 찾듯 기존 데이터에서 유사한 것을 찾
는 모델을 일컫습니다.
데이터 활성화

데이터는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만 진가가 나타납니다.
즉,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케팅 조직에게
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필수입니다. 기술 플랫폼에게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과 방법(앱, 쿠키, 서버 통합 등)으
로 여러 가지 소스에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기술은 여러 가지 보고 기능을 갖춰 데이터의 의미와 범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통합 못지않게 그 외 데이터
제공자나 플랫폼과의 통합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활성화해 이메일 전달력 개선과 육성 등을 꾀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올바른 기술 플랫폼이라면 데이터에 관한 한 대상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디언스 인사
수집한 후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 보내 분류하고 익명의 오디언스를 만듭니다. 데이터는 쿠키, 태그, 앱, 등록

이트 보고는 중요합니다. 범위, 빈도, 비용, 모델링 등에서 각 대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반(서버 간) 통합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플랫폼 벤더에게 해야 할 질문

사용자 신원 정보를 수집해 매칭 하는 일도 이 과정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모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까?

사용자 신원 정보란 개인의 신원을 알려주는 정보를 말하며, DMP는 여러 시스템에서 오는 신원 정보를 매칭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와 데이터 소스에서 나오는 신원 정보를 매칭 하는 능력을 살펴야 중복과 잉여를 제한하

•솔루션이 고객과 오디언스를 매칭 하는 문제를 해결해줍니까?

고 낭비되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신원 정보까지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솔루션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합니까?

데이터 인텔리전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글로벌화되었을 때 솔루션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마케터는 데이터에서 어떤 인텔리전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마케터는 자기 데이터에서 어떤 인텔리전

•솔루션이 다른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습니까?

스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한 오디언스의 규모 등이 속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디언스가 자동차 구매자인가? 마지막으로 차를 산 때는 언제인가? 어떤 브랜드 또는 색상
을 좋아하는가?

현재 MarTech 생태계에서는 기업이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기술 스택을 만들
수 있으며 전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보완해 줄 동급 최고의 솔루션도 찾을 수 있

마케터가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데이터 인텔리전스로 취합된 데이터(3자)의 원가와 범위도 있습니다. 인사이

습니다.열린생태계에서는마케터가기존기술스택을보완해주는새기술과연

트와 인텔리전스에는 오디언스의 범위, 오디언스의 속성(인구학적 특성, 심리학적 특성), 염두에 두고 있는 브

계해사업성과를높일수있습니다.

랜드 등이 포함됩니다.

인텔리전스는 데이터 유형을 서로 매칭 한 후 알게 되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예컨대 종합적인 고객 선호도
정보, 상호작용 이력, 전에 몰랐던 다른 오디언스와의 중복, 이상적인 유형의 고객에 다가가는 미디어 비용 등

- Gautham Pandiyan, 윈저 서클 전략 제휴 담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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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마케팅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는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5년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성인의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업체가 발표한 2015년 조사에서 그 비중은 65%로 높아졌습니다. 10년 사이

829%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장세 속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목표와 목적이 사업의 그것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툴도 전체적인 마케팅 기술 스택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 성인의

65%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 Pew Research Center

모니터링과 상호작용

수요 창출 캠페인을 만들 때 게시글을 자동으로 삽입하여 각 종 이메일 발송이나 기타 디지털 활동과 맞출 수

브랜드들이 한시도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요즘 세상에서 소셜 미디어 공간의 모니터링은 성공에 지대한

있습니다. 툴이 통합되지 않더라도 캠페인마다 고유한 URL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셜 채널에 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휴식기란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못지않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유입 경로를 찾아 다운로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손실은
막대하며, 여기에서 소셜 기술 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론상 기업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소셜 해빗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의 42%는 60분 이내에 응답을 기

소비자가 온라인 정보를 통해 구매 사이클을 관리하므로 브랜드는 가망고객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어떻게든

대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은 소셜 고객 서비스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하고 구슬려야 합니다.

일어나는 대화를 파악해 각각에 대응하고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소셜 툴을 갖춰야 합니다.

소셜 팀원이 하나든 다섯이든 웹에서 자산 브랜드의 멘션을 수동으로 포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대목

이 정보는 또 어카운트 매니저와 영업 담당자에게도 내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소셜 툴을 CRM 시스템과

에서 소셜 기술이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특정 문구나 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도구야말로 실시간 마케팅과 참

통합해도 좋습니다. 가망고객과 나눈 대화는 어카운트 프로필에 입력해 추후 영업 담당자가 해당 고객과 대면

여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특히 작은 팀에게는 멘션을 찾아내고 감성을 기록하고 웹 곳곳에서

시 알고 있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객이 문제가 있어 회사에 트위터를 했다면 그것도 CRM 시스템

일어나는 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셜 툴이 중요합니다.

에 입력해 어카운트 매니저의 대응을 도와야 합니다.

잠재고객 확보, 통합, CRM

다채널 포스팅

소셜 미디어를 잠재고객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주기에서 차지

모든 마케터의 목표는 목표 오디언스가 누구든 그 오디언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메일, 검색, 웹,

하는 마케팅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기가 들인 노력의 ROI를 입증하라는 주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등 여러 가지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셜 미디어만 해도 누구나

안타깝게도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것 중에는 계량화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셜 미디어에서 벌

매일같이 또는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는 관심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객과 가망고객이 어떤 소셜 플랫폼을

이고 있는 본인의 활동을 추적하고 계량화하기 시작하면 본인의 ROI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이용하는지 파악해 그곳에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 그 과정에서 소셜 툴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소셜 툴 중에는 필요한 참여도 지표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많습
니다.

요즘 소셜 전략은 회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소비자 브랜드에게는 페이스북이 중요할지 몰라도 다른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브랜드에게는 LinkedIn이 최선의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선택한 소셜 툴이 회사

가급적이면 소셜 툴을 마케팅 자동화 또는 교차 채널 오케스트레이션과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 요구사항에 가장 잘 맞는 소셜 플랫폼과 통합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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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매업계에서는 허술한 A/B 테스트 방식 때문에 매년
달하는 수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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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달러에
- 컨벤셔너

고객 서비스 문의와 불만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분야입니까?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저 신규
잠재고객의 확보가 목적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이터 중심의 최적화는 전방위로 전환율 상승을 이끕니다. 즉, 구매량 증가, 계정 개설 증가,
조직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했다면 소셜 활동이 그 목표 달성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

양식 작성 증가, 링크 클릭수 증가, 견적 요청 증가를 낳습니다. 이는 다시 경쟁 우위 확보, 수익 증대, 고객 평생

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라면 웹 상의 도달 범위와 인상이 그 지표가 될 수

가치의 증가로 어어집니다.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라면 대응 시간과 감성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팅

또한 지표들을 한데 묶어 회사의 소셜 활동을 이야기하듯 보여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요소를 하나씩 떼어 놓고

기업은 A/B 테스트나 다변량 테스트(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최적화 테스트법)를 이용해 고객 행동의 패턴

보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데 모아놓으면 의미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셜 기

을 알려주는 데이터 결과를 확보해 어떤 고객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결정할 수 있습

술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회사의 목표를 토대로 정의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니다.

최적화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별로 각기 다른 웹 사이트 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버전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 벤더에게 해야 할 질문
•어떤 소셜 플랫폼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어떤 지표와 대시보드가 제공되는가?

목표 오디언스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요소를 사용합니다. ‘요소(Elements)’란 이미지, 카피, 행동 촉구 문
구, 색상 등 웹사이트를 규정하는 전체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이형(Variants)’이란 기업이 요소에 대해 적용하
는 변경사항을 말하며 크기, 위치, 색상, 콘텐츠, 포함 여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얼마나 쉽게 다른 마케팅 기술과 통합할 수 있는가?
•툴이 복수의 언어를 지원하는가?
•벤더의 대응과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회사에서 선택하려는 기술 솔루션은 효과적이고 정확한 테스팅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화

CMO가 CTO보다 더 큰 기술 구매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가 큰 폭

개인화는 세분화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과 선호도, 생활을

으로 성장했습니다. 구매력이 커지면 기술 수요도 커지며 이는 혁신을 동반합

상세히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브랜드는 세분화를 통해 자사 퍼널에 속 한 사람들에게 더 정확한 콘텐츠

니다.

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Gautham Pandiyan, 윈저 서클 전략 제휴 담당 이사

그리고 방문자가 속한 세그먼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조정하는 동적 개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환
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업은 쿠키를 집계하고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신원 정보를 이용해 방문자에게 더 높

테스팅과 최적화

은 정확도로 동적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매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웹사이트 최적화는 기업이 오디언스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며 세그먼트별로 전환해야 하는 경험을 더

개인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객의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나 앱에 비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자주 보게 되면서 앱

지금 의도를 안다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RM을 적용하고 고객 의도를 간

을 비롯한 모바일 채널을 최적화하는 일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파한다면 개인화를 더 높은 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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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균 비율 이상으로 또 이하로 전환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집단을 찾아내면 됩니다. 테스트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사용자 콘텐츠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후 테스트에서는 고객의 상세 세그먼트와 그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 연관성 있는 경험으로
타게팅 할 수 있습니다. 사후 테스트는 실적이 좋은 경험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세그먼트 프로필을 자동으로 찾고
그 세그먼트를 이용해 어떤 콘텐츠로 캠페인의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사후 테스트로 예상
결과를 검토한 후 세그먼트를 대상 캠페인에 적용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 중인 기술 툴은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참여도와 전환율, 수익이 나왔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를 취합하여 오디언스를 세그먼트/프로필로 묶고 이를 통해 수익 확대 기회를 찾고 합당한 가설을
세웁니다.

최적화 벤더에게 해야 할 질문

이 기술은 고객이 접촉하는 모든 채널과 기기의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마케터가 보유한

•플랫폼이 계산대 퍼널처럼 사업장 또는 앱의 보안구역에서 테스트와 최적화가 가능한가?

통합 프로필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여러 웹사이트와 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시 캠페인을 얼마나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가?
•회사의 개인화 역량은 얼마나 포괄적인가? 얼마나 많은 속성을 검토할 수 있는가? 어떤 데이터 소스와 어떤

모바일과 앱

고객 터치 포인트에서 나온 속성인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데스크톱 버전이 x, y, z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바일 버전도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
니다. 이것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페이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톱 고객의 경험은 특성상 더 광범위하며
데스크톱과 모바일 간에는 기업과 개발자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연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데스크톱의 기능

마케터라면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이 툴이

중에는 모바일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데스크톱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

다 화면이 작으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을 정해야 합니다.

Yahoo Advertising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10분을 머무는 동안 9분을 앱에서 보냅니다. 또

다. 그럼 씁시다.
- Scott Brinker, ion interactive CTO

한 달에 평균 한 두 번은 앱을 지웁니다. 마케터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여는 순간부터의 사용자의 경험을 진
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마케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과 태블릿 앱의 화면들은 매우 소중하며, 모바일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적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Oracle Marketing Cloud 소개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테스트 캠페인을 론칭하는 대상이 데스크톱이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모든

현대의 마케터들은 Oracle Marketing Cloud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이용해 참여도를 확보하고 경험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며,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일해야 하며, 대상과 관계없이 테스팅 및 개인화 기능성이 동등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상적인 고객을 유치 및 관리하는 상호작용을 최적화합니다. 이 솔루션은 마케터들이 좋아하고 IT가 신뢰하

분석

참고 사이트 oracle.com/marketingcloud

마케터가 생각해 봐야 하는 핵심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가 그것입니다..
사전 테스트에서는 웹사이트 방문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선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연관성이 더 큰 사용자 경험으로 공략할만한 저성과 방문자 세그먼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전 테스트를

는 검증된 시스템에서 교차 채널과 콘텐츠, 소셜 마케팅을 데이터 관리 및 활성화와 연계합니다.

오라클 디지털 블로그 oracledigital.co.kr
Copyright © 2016,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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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SUBSCRIBE

or

BUILD
HP 서버

오라클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ORACLE NEW
TECHNOLOGY

+
리눅스
+
Hadoop
+
Cisco 네트워킹
+
각종 분석 도구
+
데이터 통합

01
데이터 폭증의 시대오라클의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안내서

02
클라우드 시대의 기업 데이터 관리 및 전략

03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의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세계최고의 데이터 전문기업
오라클이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경험해보세요

cloud.oracle.com/ko_KR/bigdata
또는 080.2194.114 로 문의하세요

Copyright © 2016,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Oracle and Java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Oracle and/or its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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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폭증의 시대오라클의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안내서
끝없는 데이터 증가
데이터의 폭증,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2019년까지
사물인터넷 (IoT)으로 인한 데이터가 500 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경쟁우위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크기가 방대하고 심지어 증가 중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레거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활용은 매혹적인 옵션이지만 아래의 이유로 인하여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1. 고비용

2.비효율성

데이터 증가세를 따라잡기 위하여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매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얼 한 솔루션 관리, 테스트, 및 배포가

구매 및 유지 보수해야 하며 따라서 데

필수이다.

이터센터 비용이 증가한다.
3. 파편화

4.경직성

솔루션 파편화로 인하여 IT 사일로가

미래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온프레미

발생하고, 섀도우 IT로 인한 중복이 발

스를 졸업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온

생하며, 시너지 효과는 결여된다.

프레미스 비용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레거시 방식의 온프레미스 접근법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Copyright © 2017,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Oracle and Java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Oracle and/or its affiliates. Other names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VDL25425 160922.

ORACLE NEW TECHNOLOGY 01 _ 데이터 폭증의 시대- 오라클의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안내서

96

범용 클라우드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ORACLE KOREA MAGAZINE

3

97

성능 제약

범용의 성능이란 워크로드의 일부를 2차 공급업체에게 맡겨야 하고 벤더 무한 확장, 복수의 계약, 추가 통합의

범용클라우드공급업체와함께클라우드를시작했다면,아래의새로운문제를맞이하는것은일련의수순이다.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1

4

로컬 IT와의 통합 부재

WINTER 2018

보안 결여

여러분은 스스로 통합을 처리해야 하는, 셀프-조립에 직면하게 된다. 어려운 통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 보안, 무결성, 일관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수의 고객이 엄격한 정부 규제와

운영 비용과 가치 실현 시간의 지연이 초래된다.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극복해야 한다.

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의 부재

5

대부분의 벤더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

범용 벤더는 서비스 간 통합을 제공하여 개발/테스트에서 운영 환경까지 원활하게 지원하고 SaaS와의 통합을

드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간의 완벽한 호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하이브리드에서

제공할 수 없으며 상용 클라우드는 비즈니스의 확장성과 성장을 위한 통합과 선택권에 제약이 존재한다.

포트폴리오의 제약으로 선택지가 좁은 다수의 벤더

클라우드를 배포하거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재작성해야 하며 이는 범
용 클라우드 벤더에게 숨겨진 가장 큰 비용이다.

ii) 범용 오퍼링의 과잉
엔트리급 유스 케이스 또는 특정 워크로드에 있어서 심각한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오퍼링과 다른 벤더의
2

데이터 폭증을 따라잡는 어려움

범용 솔루션은 기업용 확장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기에 고객은 다른 대형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할 수밖
에 없어 구독 비용의 급증을 경험하게 된다.

비교 결과, 유일하게 오라클의 클라우드
전략만이 당사를 비즈니스 크리티컬 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환경에
대한 라이선스, 구성 설정, 관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 Z aki Sabbagh, CIO,
Zamil Industrial Invest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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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변화, 그리고 풍부한 이점
Oracle Database Cloud의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큰 변화

당사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아 리포트 생성 및

• 전용의 온디맨드 테스트 환경 구축, 최근 릴리즈 체험, Oracle Database 12c로의 더 빠른 업그레이드 혜택

프로파일링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 즉각적인 통합 애플리케이션 환경 및 인프라 프로비저닝으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 순조로운 이동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 고객의 조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구축, 배포, 확장

데이터 제공업체 대비 절반의 시간으로 다양한

• 사전 설치된 툴을 통해 신속한 앱 개발 가능

프로파일링과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었다.
- J erry Gearding,Director of Marketing Analytics,
DX Marketing

확장성, 호환성, 빠른 배포
Oracle Database Cloud는 확장성, 성능, 단순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Oracle Database Management를 사용하는 고객은 SQL에서 NoSQL은 물론이고 Hadoop까지 모든 데이터
유형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솔루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향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라클은 Oracle DBaaS와 Oracle Database

Exadata Cloud Service, 그리고 새로운 Oracle Database Exadata Express Cloud Service, Oracle Big Data

더욱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업무 방식 
– 진정한 도움이란 어떤 것인가

Cloud Service, Oracle Database Backup Cloud Service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용 클라우드의 지원을 탄생시
켰다. 또한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서비스 오퍼링과 함께 놀라운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와 써드파
티 ISV 지원까지 선보인다.

- SLA 충족으로 더 많은 가치 부여
- 더욱 빠른 앱 개발, 테스트, 프로토타입, 배포의 시작
- 분석의 가속화로 실시간 비즈니스 인사이트 포착
- 데이터 관리의 간소화로 IT 부서는 유지보수 대신 혁신에 집중 가능
- 경쟁사보다 앞서가기

A

B

C

오라클이 보유한 40년간의

독보적 시장 1위의

Fortune 100대 기업 전체를

데이터 관리 경험

Oracle Database

비롯, 42만 개의 고객이
신뢰하는 시스템

D

E

20대 SaaS 벤더 중 19개를

전 세계 19곳의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ORACLE NEW TECHNOLOGY 01 _ 데이터 폭증의 시대- 오라클의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안내서

100

ORACLE KOREA MAGAZINE

WINTER 2018

101

•데이터 압축률 상승으로 용량 증대, I/O 처리량 증대, 비용 절감 달성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더욱 우수한 데이터베이스 속도 및 더 빠른 분석 실행 가능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쿼
 리 속도 향상을 위한 인-메모리 기능 개선으로 엔드 유저는 현저히 빠르게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고 비즈
니스 인사이트를 창출하여 생각의 속도로 비즈니스적 의사결정 가능

만약 클라우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R
 on Hardman, CEO, Settleourestate.com

• 동일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코드 변경 불필요
–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달성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배포를 위한 새로운 기회 탄생

5

보안

다층적인 깊이 있는 보안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이동 중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온라인 암호화, 강화된 권한 관리, 보안 평가 툴이 도입되었다. 오라클은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클
라우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스택의 전 계층에서 보안 기능과 툴을 빌트인 설계하였다.

6

단일 벤더가 제공하는 무한정의 선택지

퍼블릭 및 온프레미스 배포 모두에 원스톱으로 책임 소재가 부여된다. 또한 오라클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

Oracle Database Cloud의 추가 제안

드의 구축 또는 클라우드 상에서의 배포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벤더이다.

1

Oracle Cloud Machine인 Oracle Cloud at Customer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은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

개발/테스트에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위한 수평 및 수직 확장까지 고객의 민첩성이 향상된다. 증가된

션을 개발하고 이의 배포는 Oracle Cloud Machine 상에서 방화벽 내부에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다. 이 솔루션

확장성으로 최대 4,096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까지 제공되어 데이터 성장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에 대한 관리 기능은 오라클이 수행하기에 고객은 비즈니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2

100% 호환성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배포하면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누리고, 동일한 스킬을 활용하며,
직원들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3

셋업, 사용, 이관의 용이성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인한 더 빠른 배포 시간은 총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시킨다.

4

혁신

지능형 기능으로 더욱 우수한 성능과 실시간 데이터 인사이트가 가능해진다. 인-메모리 프로세싱의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안내로 정밀하게 튜닝된 배포
•분
 석 용도로 대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비활성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영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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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함께 시작하는 클라우드 여정
클라우드는 사실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을 훨씬 더 우수하게,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수행해낸다.

ORACLE KOREA MAGAZINE

클라우드 시대의
기업 데이터 관리 및 전략

-A
 dam Kanzmeier,Director of Customer Intelligence and Strategic Consulting,
Surdell and Partners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
• 개발/테스트 환경의 배포 및 관리의 가속화
• 워크로드 호환성과 관리의 단순성
• 민첩성과 유연성 향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혁신 촉진
• 가치 달성 시간의 단축 및 경쟁 우위 선점

이 모든 이점을 기반으로 비용 절감, 유연성과 확장성의 향상, 더 빠른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 진정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오라클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되었다.

30일간 무료 체험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의 혜택을 경험해보세요.
cloud.oracle.com/ko_KR/tryit

정일근 상무
한국오라클 세일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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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클라우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컴퓨터 자원이나 스토리지를 제공하던 단순한 단계부터 시작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점점 영역을 넓혀 기업 내
에서 최고 성능과 안정성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클라우드 업
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지 테스트나 개발 또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담는 수준이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서
비스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기업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는 세계 최강자다. 데이터베이스의 1인자답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Database Cloud Service),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
비스 베어메탈(Oracle Database Cloud Service - Bare Metal)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클라우드 플랫
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가운데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와
같은 기업 데이터에 대해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타 클

그림.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라우드 서비스(Oracle Database Exadata Cloud Service)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타 클라우드 머신
(Oracle Database Exadata Cloud Machine)에 대해 소개 한다.

이터센터 온프레미스 위치에 클라우드 머신 상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데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오라클 엑사데이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엑사테이타 클라우드 머신

오라클은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가 완전히 통합되며, 고객은 용도와 환경

엑사테이타는 OLTP부터 DW, Mixed, 통합에 이르는 모든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성능, 확장성, 가용성을

에 맞춰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고객의 데이터센터에서 성능과 관리, 비용, 효율성, 민첩성 등의 다양한

요구하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가장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다.

요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운영하며 쉽게 상호간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다.

엑사데이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Exadata Public Cloud Service)는 엑사데이타에 단순성과 비용 효율성

새로운 엑사데이타 X7

을 더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 온프레미스 엑사데이타와 다

엑사데이타는 혁신적인 데이터베이스 머신으로 2008년 출시 이후 진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2017년 10월 8세

른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와 완벽한 호환성을 갖고 엑사데이타의 모든 기능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옵

대 엑사데이타인 ‘X7’을 출시했다. 엑사데이타의 진화는 단지 새로운 하드웨어의 적용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

션, EM(Enterprise Manager) DB 팩이 함께 제공된다. 월과금제 방식으로 오버 프로비저닝 없이 사용량만큼

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해왔다.

비용 효율적으로 지불하고 피크 시간에는 온라인 컴퓨트 버스팅을 사용해 탄력적으로 자원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웹 화면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클라우드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관리

엑사데이타 X7의 하드웨어는 이전 모델 대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텔 스카이레이크 모델 CPU가 탑재

를 쉽게 한다.

되었는데, 전 모델인 X6 대비 기본 메모리 50%, 플래시 메모리 용량 두 배, 하드디스크 용량 25%가 향상됐다.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는 기존 1/10GigE에 25GigE가 추가되어 더 빠른 네트워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비즈니스의 중요성이나, 법률 및 규제와 처리 응답 속도 보장 등의 이유로 데이터를 자사 데이터센터 밖으

X7에서 엑사데이타 소프트웨어는 혁신적인 인메모리 기술로 중무장했다. 엑사데이타 스토리지 서버에

로 이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DRAM 캐시를 추가한 인메모리 OLTP 기능은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를 확장했고 이로 인해 기존
플래시 메모리 캐시 대비 레이턴시를 2.5배나 줄일 수 있었다. 인메모리 애널리틱스 기능은 DB 인메모리를 차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인 엑사데이타 클라우드 머신(Exadata Cloud Machine, Exadata Cloud at Customer)

세대 플래시로 확대해 HCC(Hybrid Columnar Compression) 압축뿐 아니라 비압축 또는 OLTP 압축 테이

은 이런 요구에 퍼블릭 클라우드 월과금제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오라클 전

블도 인메모리 포맷으로 변환해 플래시 캐시에 저장함으로써 분석 처리 성능을 3~4배 향상시켰다.

문가의 인프라 모니터 및 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툴을 기업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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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된 개선을 통해 OLTP 처리 20%, 분석 처리 40% 성능이 향상됐고, 한 개
랙에서 읽기 597만 IOPS, 쓰기 540만 IOPS, 특히 250μsec 이하 읽기는 350만 IOPS로 전 모델 대비 50%나
향상됐다. 데이터 처리량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든 350GB/s 플래시 대역폭을 제공해 DB서버의 총

DRAM 대역폭인 800GB/s에 접근하는 수준이 되었다.
스토리지 공급업체들은 디스크를 모두 플래시로 교체해 성능을 높인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스토리지 어레이
는 네트워크 병목으로 인해 플래시의 최대 성능을 낼 수 없다. 엑사데이타는 플래시의 최대 성능을 확보하기 위
해 데이터를 데이터가 있는 스토리지로 오프로드(Offload)해 연산을 처리한다. 이는 DB와 스토리지, 네트워
크 전체 스택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며 스토리지 단독으로는 해결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엑사데이타는 타 공
급업체의 올 플래시 대비 성능이 획기적으로 빠르고 스루풋(Throughput) 9배, IOPS 3배, 레이턴시(Latency)

2배로 모든 성능 지표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차세대 비전, 자율 데이터베이스 관리

2017년 오라클 오픈 월드(Oracle Open World)에서 오라클 래리 앨리슨 회장은 차세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8c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 데이터베이스(Autonomous database)를 발표했다. 오라클 자율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한 관리와 수작업을 줄여 휴먼 에러를 감소시키고, 안정성과 보안을 확실히 높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
용을 낮출 수 있다. 오라클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도 셀프 관리를 통해 능률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자원 사용, 높은 보안과 안
정성을 제공한다. 모든 수준에서 자동화 기능으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IT 자원 사용율을 높이고 데
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추출해 비즈니스 기회 및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엑사데이타에 적용될 오라클
자율 데이터 기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Self-Driving : 서비스 수준을 사용자가 정의하면 이를 DB가 수행
- Self-Tuning : 지속적인 적응형 성능 튜닝
- Self-Scaling : 다운타임 없는 즉각적인 스케일링
- Self-Securing : 내부 사용자 또는 외부로부터 공격 보호
- Self-Repairing : 모든 다운타임에 대한 자동화된 보호

기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전략과 방법을 고려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사용해야 하던가, 서비스
를 위해 여러 공급업체의 클라우드에 가입해야 한다면 오히려 클라우드로 인해 복잡성이 더해지고 비용도 더
커질 것이다.
오라클은 단일 공급업체로 모든 영역에서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있어 클라우드 퍼스트, 엑사데이타 퍼스트 전략을 제시한다. 기업은 클라우드 시대에 중요한 기업 데이터 관리
를 엑사데이타를 이용해 고객의 데이터센터에서 온프레미스 및 맞춤형 클라우드 형태로, 오라클 클라우드 인
프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요구에 맞게 선택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의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데이터 복구 –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 관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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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데이터 손실 리스크 노출은 주요 고민 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주요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보호를 보장한다. 오라클은 그 누구보다

사이버 공격과 업무 중단의 장기화는 조직들이 직면한 위협 중 일부에 불과하다. 많은 주요 전사적인 애플리케

도 Oracle Database를 보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션들이 Oracle Database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
되어야 한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각 트랜잭션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들 변경을 매핑해 필요시 즉시 복구 가능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생성한다. 이는 IT 팀이 랜섬웨어 공격 또는 중단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으로 신속하게

Oracle Database는 기업이 의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데이터 손실은 기업 매출에 심각하

복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생산성, 매출 및 평판에 대한 위험을 없앨 수 있다. 또한, Recovery Appliance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시행 시한을 위반해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복구 시간을 최대 90%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업 운영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수 있다.

된다.

기업들은 데이터 손실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위협

지속적인 보호—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손실 위험에 대한 노출 차단

적인 형태 중 하나는 랜섬웨어로서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이를 해제할

Recovery Appliance 는 각 트랜잭션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백업을 검증하며 IT 매니저에게 모든 잠재적인

때까지 말 그대로 인질이 되는 것이며,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공격을 받기 직전 시점까지만 데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Oracle Database의 연장선이다. 이는 데이터 보호의 모든 공백을 없애고 사고 후

터를 복구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 손실 노출 없이 복구되도록 보장하며 기업의 리스크 관리 프로필을 향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격과 데이터 손실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기업 평판에도 손상을 입게 된다. 미 재무
부 및 EU 등에서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신규 규제들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신
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안 업체인 Malwarebytes의 후원으로 실시된 최근 조사인 랜섬웨어의 현황(State of
Ransomware)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0% 이상이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중 1/3 이상에서 매출 손실이 발생했으며 20%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해야 했다.

Recovery Appliance는
사고 후 1초 미만의 시점으로
복구함으로써 일반적인 백업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복구 능력
사이버 범죄자들은 미션 크리티컬 한 데이터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을 목표로 삼고 랜섬웨어를 이용
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이 보안 장벽을 통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회복
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거나, 공격 직전에 성공적으로 완료한 최종 백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복구하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점들을 해결한다. 마지막
백업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이
아직 백업되지 않았을 때,
주요 운영 Oracle Database의
데이터와 트랜잭션이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복구를 선택했다면, IT 팀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는 유효한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손실되는 일이 종종

한다. 또한, 데이터 손실과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격 직전에 가까운 복구 시점 - 몇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아닌, 몇 초 수준 - 이 필요하다.
오라클의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 (Recovery Appliance)는 오라클이 Oracle Databas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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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기능”이 아니라 “기본으로 내장”된 고가용성과 보안

Recovery Appliance는 IT 팀에게 디스크, 테이프 또는 원격 데이터센터 백업 등 데이터 보호 라이프사이클 전
반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통합 관리와 전반적인 가시성을 제공한다. 기본 내장된 스토리지 모니터링 및 리포팅
기능은 모든 백업 위치를 추적한다. Recovery Appliance는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가장 적합한 백업을 복구함
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복구 성공률을 달성하고 기업이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리포팅 기능은 IT 팀이 관리하고 있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시간 복구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
의 복구 능력의 위험을 손쉽게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규정 준수 감사를 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VMware 가상화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동하세요, 아주 손쉽게.
그것만으로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Recovery Appliance는 완벽하게 이중화되고 철저하게 테스트된 고가용성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되었으며 구
성 요소를 추가할 때 가동 중단 시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성장에 발맞춰 손쉽게 확장된다. 이와
같이 입증된 확장성, 이중화 및 성능을 갖춘 Recovery Appliance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에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covery Appliance를 설치한 이후, 연 매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한 미국 금융 기관은 매달
발생했던 수천 건의 백업 실패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됐으며 이를 통해 규제 준수와 관련한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기업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확신 부여

Oracle Database 는 기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중단이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이후 IT 팀은 신속하게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Recovery Appliance 는 기업의

Oracle Database의 백업과 복구 속도를 10배 수준으로 가속화함으로써 IT 리스크 프로필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데이터 손실 노출, 매출 손실 그리고 평판 손상 등을 없애는 것은 물론, 비용을 줄이고 규제 준수 시한을 지

Lift-and-Shift

비용 절감

비즈니스 민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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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수 있다.

즉, Recovery Appliance는 복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싶니까?
지금 cloud.oracle.com로 접속 또는 080-2194-114로 연락하세요!

ORACLE NEW TECHNOLOGY 03
01 _ ORACLE
클라우드DATABASE
리더, 오라클EXADATA
클라우드CLOUD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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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오라클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02

교육으로 융·복합 인재 양성

대상㈜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고성능의

05

운영 시스템 관리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남서울대학교

환경 구성

오라클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실습 교육으로 실무 역량 갖춘 인재

03
솔 잉글리쉬
오라클 통해 화상영어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24시간 온라인 운영 시스템 구축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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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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
다. 인프라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동의 교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
게 됐다.

–김병효 팀장, 코어시큐리티 전략사업팀

해외 소비자 금융시스템 확산에 따른 초기 인프라 구성비용 절감이 필요했다. 오라클 IaaS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이정안 차장, 포이시스 솔루션 사업부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10배 더 저렴한 업계 가장 효율적
인 비용 체계를 갖추고 있어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아카이브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다.

IaaS

오라클 클라우드 덕에 안정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아카이빙을 구현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유지보관 비용을 98% 절감하고 글로벌 서비스 확대 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게 되었다.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고 규모가 큰 미디어 업계의 특징을 고려해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

–강지훈 팀장, 피키캐스트 데이터사이언스랩팀

드 서비스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높은 안정성,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이터 저장 및 관리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강력한 보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SaaS

–최병중 팀장, 덱스터 스튜디오 SE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한 환경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놀부는 오라클
비즈니스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 IaaS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현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엔진을 더욱 다양한 사용처에 공급하고 각각의 고객의 특성에 맞춤화
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

–권지훈 CEO, 아스크스토리

클라우드와 같은 혁신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매장관리 패러다임을 실현하
게 됐다. 시스템적인 매장 운영관리가 가능해져 실시간 영업 가시성을 확보하고, 슈퍼바이저들의
활동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강화돼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숫
자가 10%이상 증가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메시징, 실적 데이터 분석 등으
로 가맹점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와의 협업 체계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만재 대표이사, ㈜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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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평가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평가 솔루션이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통해 영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고객데이타를 정비하였으며 회사의

필요했는데, 오라클 탈레오 클라우드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활용성이 높고 향후 회사 성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진행이 잘되는 일과 안되는 일의 원인을 파

장에 따른 인력 규모에 따라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오라

악할 수 있었으며 영업관리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전사적 효율성을 위해 추후에 무엇이 필여한지

클 도입을 통해 직원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가 향상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첫 평가 이후 자체 설문을 통해 확인했다.
–김동환 이사, 온고테크 기술지원부
–이승렬 이사(CFO), 라티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

오라클 소싱 클라우드를 이용한 클라우드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자동화 및 관리 효율

플로우테크의 글로벌 비지니스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화가 가능해져 구매팀의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입찰을 위한 협력사 선정 및 관리가

필요했다.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영업 데이터에 대한 통찰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비지니스 신속성과 투명성이 증가했다.

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영업 업무 생산력과 해외 지사간의 협업을 향상시켰다.

–성용제 파트장, 카카오 구매파트

–양재구 대표이사, 플로우테크
동영상 보기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로 통합 영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B2B 영업 기회 및 파이프라
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고객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및 오라클 PaaS 로 글로벌 영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영업

되었다. 이를 통해 영업 성과를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영업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

활동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킬 수 있었다.

ERP 시스템과의 매끄러운 통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대폭 향상했다.

– 김주용 팀장, 플리토 비즈니스 개발팀

–현명진 팀장, 넥센타이어 CRM팀
동영상 보기

여러 인재 소싱 채널이 지원되는 오라클 탈레오 리크루팅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으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이 향상되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법인들의 유능한 직원들을 확보할 수

오라클 서비스 클라우드의 도입으로 해외 고객들의 상담기록을 관리하며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

있게 됐다. 캐럿글로벌의 인사 담당자들은 오라클의 글로벌 채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인 전체

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JK 성형외과의 상담실장들은 고객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도

의 인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많은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화나 이메일, SNS 응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켰다.

–노상충 대표이사, 캐럿글로벌

–성진 팀장, JK 성형외과 마케팅팀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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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오라클 PaaS(Platform as a Service)로 마이그
레이션함에 따라 4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효과는 물론 서비스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
상했다. 여러 고객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
지원을 마련하게 됐다.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장애 예측 기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브라우저 모니터링이 가능해 일동샵 운영에서 고객의 접속 이슈

–이태석 대표이사 , 두드림시스템

에 대한 분석을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최신 IT 운영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환경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라클 클라우드 도입을 결정했다.
홈앤쇼핑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빠르고 쉽게 전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김재유 부장, 일동제약 정보전략팀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시스템 관리를 단순화하고 운영 효율성 또한 강화시켰으며, IT팀
은 일상적인 일 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오라클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위치에 있는 수백만 건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로 운영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용윤희 팀장, 홈앤쇼핑 IT-Infra

얻을 수 있게 됐다. 시스템 및 인프라 로그 정보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적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및 시스템 유지 관리, 도로 운영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타사 제품과 달리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합리적인 비용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광범위한 제품군과 높은 성능을 기반으로 업계에
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를 본 교육과

–이성철 팀장, 천안논산고속도로 영업관리부 전산팀

정을 위한 모바일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학생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MCS) 덕분에 업무현장에서의 모빌리티를 강화하고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및 비지니스 민첩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들의 모바일 앱 개발 혁신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유영환 교수/공학박사, 부산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양희문 차장, 두산중공업 Process Innovation팀

오라클 빅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라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라우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서비스를 통해 황사, 미세먼지 등 날씨에 따른 제품 판매 현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

활용도가 높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게 됐다. 오라클은 통합된 개발 환경과

한 시각화 툴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 다양한 현업 부서에 적용

높은 호환성을 제공해 타 벤더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해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클라우드 도입으로 직원들이 필요

개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이처럼 사용 용이성과 접근성이 높은 툴을 배우는 것이

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졌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종철 팀장, 청호나이스 전산팀

–최진명 교수, 건양대학교 융합IT학과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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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제품

대상㈜

· Oracle Public Cloud Machine X5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고성능의 운영 시스템
관리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환경 구성
도전 과제

도입 효과

“대상㈜은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도입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IT 운영을 통해 제품 개발 관련 10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확장도 가능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최소화해 애플리케이션
의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품의 출시 속도를 단축시키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곽문교, PI본부장, 대상주식회사

・시스템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자 했다.
・노후화된 기존의 하드웨어 장비로 인해 발생
하는 성능 및 안정성 이슈를 개선하고자 했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민첩성을
향상하였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CPU, 메모리 등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여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시스템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했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한 번에 10가지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하였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노후화된 하드웨어로 인해 발행하는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하드웨어 모니터링 및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장애 발생
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www.daesang.com

회사 소개

산업군

연 매출

직원 수

대상㈜

Consumer Goods

US$2.5 Billion

5,000명

(Daesang Corporation)

Seoul, Korea
www.daesang.com

SUCCESS STORY 01

122

대상㈜,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 도입 통해 시스

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대상㈜은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템의 성능 및 안정성 향상, 효율적인 IT 운영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

“오라클 엑사데이타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베

관리 환경 구성

업>이라는 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

이스에 최적화된 성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

고객, 가족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념을 실

라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이에 클라

대상㈜은 1956년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행함으로써 백 년 기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엔지니어드 시스템인

설립돼 세계 일류의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

있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선택하게 됐다. 또
한, 추가 서버 구매 비용 없이 오라클 퍼블릭

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이다. '청정원'과 '종
가집' 브랜드로 대표되는 종합식품사업, MSG

대상㈜은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도입해

클라우드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

와 라이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발효기술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높

했다.”

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바이오

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사업, 녹색성장을 위한 신소재 개발로 더욱 주

또한 효율적인 IT 운영이 가능해져 시스템의

구축 과정(Execution)

목받고 있는 전분당 사업, 클로렐라와 뉴케어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

대상은 2017년 5월 전사의 모든 시스템 및

등 건강식품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식품

개발 관련 10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

네트워크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라클

문화를 선도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 거쳐야 하는 테스

클라우드 머신에 탑재했다. 2개월 간 파일럿

있다.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트 과정을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에서 한 번에

테스트를 거친 후 7월에 고라이브(Go-live)

인정받으며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오세아니

처리할 수 있게 돼, 제품의 출시 속도를 단축시

했다.

아 등 전 세계 40여 개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

키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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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제품

솔 잉글리쉬

· Oracle Database Cloud Service

오라클 통해 화상영어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24시간 온라인 운영 시스템 구축
“솔 잉글리쉬는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화상영어 수업을 예약 및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도입 효과

오라클을 도입했다. 오라클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신속하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라클이 제공

・최소한의 초기 투자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강사 및

하는 높은 성능, 확장성, 관리 용이성 등을 통해 세계 각 국의 강사들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용자들이 증가해도 안정적인 서비

홈페이지를 구축해 신속히 비즈니스를 런칭하

시간 선택, 수업 예약, 취소, 결제 등이 간편히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24시간 온라인 운

고자 했다.

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한, 대표, 솔 잉글리쉬

・이용자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예약
과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시
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오라클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시켜
비즈니스를 신속히 런칭할 수 있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으로 온프
레미스 운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등이 필요 없어져 시스템 초기 구축 비용
을 1/10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세계 각국의 강사들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용자가 증가해
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해 비즈니스 확장에 대비
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자동으로 인스턴스 생성, 백업 구성, 네트워크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함
으로써 관리 용이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오라클 기반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사용자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원활환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www.solenglish.com

회사 소개

산업군

직원 수

솔 잉글리쉬 (Sol English)

Education and Research

50명

Seoul, Korea
www.solengli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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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솔 잉글리쉬, 오라클의 신속한 구축 지원 및

구축 과정(Execution)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24시간 온라인 운

2017년 5월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한 후

영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다. 2017년 6월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솔 잉글리쉬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예약과
취소가 가능한 자기주도적 1:1 화상영어를 제
공하는 영어교육서비스 전문업체다. 솔 잉글

오라클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교육으로
융·복합 인재 양성
“한양대학교는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영대학
의 특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융·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장석권 교수/경영대학장, 한양대학교

리쉬는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업을 예
약 및 취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시간 온라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솔 잉글리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
드 서비스와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
를 도입해 24시간 온라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
했다. 오라클은 신속한 구축 및 낮은 초기 비
용을 제공해 솔 잉글리쉬의 성공적인 비즈니
스 런칭과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했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다른 벤더와 비교해 오라클로 운영 시스템
을 구축했을 때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했다.
또한 오라클은 관리 용이성이 뛰어나고, 전

www.hanyang.ac.kr

담 엔지니어를 배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
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회사 소개

산업군

연 매출

직원 수

전담 엔지니어의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구축

한양대학교

Education & Research

US$14 Billion

7,114명

진행 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히 해

(Hanyang University)

결할 수 있었다.”

Seoul, Korea
www.hanyang.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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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Mobil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IT 비전공자인 경영대학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
고자 했다.

한양대학교, 오라클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한 2개의 교과 과목을 신

이션 개발 실무 역량 갖춘 융·복합 인재 양

설하기로 결정했다. 7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

성

2017년 6월 첫 수업을 시작했다.

한양대학교는 22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돼

파트너사(Partner Involvement)

있는 종합대학이다. 한양대학교는 최근 시작

(주)포스젠 (POSGEN)

한 경영대학의 특성화 사업에 따라 경영대학

오라클 파트너인 ㈜포스젠은 한양대학교가

에서 자연계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를 통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교

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인문·자연계열

과 과목을 신설하고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있도록 시스템 구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경영대학에서 이공계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모바일

“포스젠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공 및 비전공 학생들 모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습 교육을 제공하기 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을 도왔

해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다. 또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2가지 교과 과목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학생

수 있도록 원활한 수업 진행을 지원했다.”

도입 효과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2개의 교과 과목 개설함으로써 경영대학 학생들
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시켰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도구들이 빌트인 돼있고, API 설
치, 환경 설정,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시간 등을 단축시켜 IT 비전공자들도 쉽게 소프트웨
어 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활용해 학생들이 소프트
웨어 설계 및 구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바일 환경을 통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높이고 교수들은 쉽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성화 사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기획할 수 있는 기반

득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됐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은 특성화 사업을 진행
하던 중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교
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
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오라클 모바일 클
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
발 실습 교육은 경영대학 학생들이 이공계 역
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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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오라클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실습
교육으로 실무 역량 갖춘 인재 양성
“남서울대학교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강민식 교수, 산업경영공학과, 남서울대학교

www.nsu.ac.kr

회사 소개

산업군

연 매출

직원 수

남서울대학교 (Namseoul

Education and Research

US$4.7 Million

26명

University)
Cheonan, Chungnam, Korea
www.n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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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제품

· Oracle Databas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도입 효과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이론 위주의 수업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3개의 교과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보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실

데이터베이스 개발 수업의 질을 높이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엔지니어링, 환경 설정 등이 필요한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 환경을 통해 엔지니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교육 인프라

어링, 환경 설정 등 교육 인프라 구성을 위한 IT 팀의 지원이 필요 없어졌으며, 장애 발생 시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

에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성을 향상하고자 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으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던 수업에 소요되는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남서울대학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

위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과정(Execution)

드 서비스를 활용한 교과과목 개설로 실무

를 도입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을 통해 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역량 갖춘 인재 양성

육 인프라의 관리 용이성 및 효율성을 향상할

을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한 3개의 교과 과목을

수 있었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남서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 창의, 봉사의 이념 아래 학생들에게 높
은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공해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21세기형 리더를

“남서울대학교는 글로벌 IT 기업에 수많은

배출하고 있다. 특히, 남서울대학교의 공과대

학생들을 취업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

학은 체계적인 시스템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

사이에서 오라클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가

램을 갖추고 있어 관련 분야에 선도적인 위치

장 많이 요구되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학생

를 점하고 있다.

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오라클 데이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옵션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기반이
됐다.

인재 양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
남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의 필수과목
중 하나인 데이터베이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돼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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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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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올해도 아마존
조준… “자율주행하듯
데이터 관리”

03
[오라클 오픈월드 2017 ]
보안 강화한 오라클...
머신러닝에서
블록체인까지 신기술
망라

04
마크 허드 오라클 CEO
“클라우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기업들
IT유지보수 매몰돼
혁신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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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오라클의 전신인 시스템개발연구소(SDL)를 설립한 엘리슨은 2014년까지 35년간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자산
522억 달러(약 59조원)의 세계 부자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한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유대인 사업가다.

하선영 중앙일보 기자

현재 오라클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엘리슨은 오픈월드 때마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 자사 기술을 자랑
하고 경쟁 기업을 비난한다. 그는 올해 오픈월드에서도 1일과 3일 두 차례 기조연설을 했다. 평소에 즐겨 입는 구깃구깃한 라
코스테 피케 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선 엘리슨은 7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끈하고 힘이 넘쳤다.
매년 가을 열리는 세계적 IT 행사
이날 엘리슨은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을 처음 공개했다. 12월 출시 예정인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닷새간 2500개 세션 7만여 명 찾아

기술의 핵심인 머신러닝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73세 엘리슨 거침없는 80분 연설
“신에너지와도 같은 중요한 자원

DBMS는 마치 인간 직원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능동적으로 관리한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비정상적인

AI에 관리 맡겨야 해킹 등에 안전”

데이터를 스스로 감별해 내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데이터를 수정(튜닝)하고 정보 수집을 추가로
하겠다는 요청(쿼리)을 보내는 식이다. 직원의 관리나 개입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스템은 99.99%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빅데이터 산업 글로벌 경쟁 가열

고 오라클은 설명한다.

중국•일본 국가 차원서 지원 나서
한국은 규제 많아 기업 4%만 활용

엘리슨은 “이 같은 자율기술이 꼭 필요한 분야가 사이버 보안”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미국 국민 2명 중 1명은 사이버 위협
지난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오픈월드 2017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엘리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DBMS)을 공개했다.

에 노출돼 있거나 신용카드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각 해결해야 해킹과 사이버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
2016년

2092억 달러(약 237조2500억원)

데이터도 자율주행에 맡겨야 합니다.”

2017년

2468억 달러(약 279조8200억원)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 전 세계 기업, 정보기술(IT) 전문가, 언론 등 관계자 1만여

2018년

2878억 달러(약 326조3000억원)

2019년

3327억 달러(약 377조2100억원)

2020년

3834억 달러(약 434조6900억원)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신(新) 에너지’와도 같은 데이터를 인간이 일일이 간섭하고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래리 엘리슨(73) 오라클 회장은 무대에 선 80여 분 내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IBM 등과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 IT 기업인 오라클은 매년 가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술자 콘퍼런스
‘오픈월드’를 개최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라클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티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다.

자료 : 가드너

엘리슨의 기조 연설로 포문을 연 오픈월드 2017에 참가하기 위해 총 7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5일까지 닷새간 열린 각

이날 엘리슨이 자신의 회사 ‘오라클’만큼이나 자주 언급한 단어가 최대 경쟁사인 ‘아마존’이다. 엘리슨은 “우리는 아마존보

종 행사와 세션은 2,500개가 넘는다. 1986년 500명의 참가자가 전부였던 오픈월드는 30년 만에 어느덧 세계적인 규모의

다 훨씬 뛰어난 품질의 기술과 서비스를 절반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1위

연례 IT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오라클을 비롯해 전 세계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의 경향과 신기술들을

(41%)인 아마존이 시장을 조금씩 확장하며 오라클이 자신 있어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장까지 적극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거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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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데이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빅데이터 시대에 더욱 방대해지고 다양해지는 데이터를 보다 경제적이고

규제는 미국・유럽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에 제약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선 가상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뒤따르게 된다. 아산나눔재단은 7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펴내면서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과 공공
기관들이 아닌 이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차단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

클라우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물론 블록체인・인공지능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했

기도 했다.

다. 아마존을 비롯해 오라클・HP・델・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선점하고 운용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과제여서다. 또 빅데

방대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데이터 주권’도 갈수록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이터에서 함의를 도출하고 더 고급 정보를 뽑아내는 정제 기술이 오늘날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주목받

뿐만 아니라 국외로 나가는 정보는 곧 기술・정보 유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 있기도 하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뛰어드는 것은 비단 기업들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안 신구를
빅데이터 종합시범특구로 선정했다. 2015년에는 빅데이터 산업을 국가 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에

[S BOX] SW서 장비까지 임대,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화

서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을 선도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 10곳을 키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IT 자원을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만큼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다.

클라우드 사업자 시장점유율
중앙 집중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자재로 빌려 쓰는 것이 대표적이다. 디스켓・

기타

18%

CD・하드디스크 등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사용했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저장해 두
아마존

41

고 쓰는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다.

%

오라클 등
후발 주자 10개 업체

18%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드롭박스처럼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었다.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프로그램이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MS·IBM·구글
%

23

자료 : 시너지리서치그룹, 2016년 4분기 기준

있다. 또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서버와 스토리지 같은 IT 장비를 대량으로 임대하는 IaaS(서비스 인프라)나 플랫폼을 빌려주는 PaaS
(서비스로서의 플랫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자들은 PaaS를 이용해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고 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2015,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정보들은 가급적

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모두가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데이터를 확보한 국가・기업과 그러지 못한 이들 사이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감과 기대감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업이 전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를 고도로 활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정도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2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 중 4.3%만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도 국내에서는 유독 미진한 상태다. 맥킨지앤드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관련

출처: 중앙일보 [세계 속으로] 20세기 석유처럼, 21세기엔 데이터가 국가 흥망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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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올해도 아마존 조준…
“자율주행하듯 데이터 관리”
손재권 매일경제 특파원

‘자율주행(Self driving)’이란 간판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부터 다운타운 곳곳에 내걸렸다. 놀랍게도 자율주행 소프트웨
어를 강조하는 오라클의 메시지였다. 실리콘밸리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지난 10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
최한 ‘오픈월드 2017’의 최대 화두는 컴퓨터가 자율주행하듯 알아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보안 위협을 막아주는 클라우
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이었다. 오라클 오픈월드는 오라클이 주최하며 약 6만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비즈니스맨이 참가하는 최대 소프트웨어 이벤트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사진)은 오픈월드 기조연설 무대에서 부터 여러 차례
‘자율주행’을 언급했다. 그는 “자율주행하듯 알아서 데이터를 관리해주면서도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 실시간으
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치료할 수도 있고 복구한다. 비밀번호나 신분 도용
사고가 벌어지면 인간의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바로 해결해낸다. 자율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새 보안 시스템이고 진정한 주문형 컴퓨팅”이라며
새 데이터베이스 제품(18c)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제로데이 공격(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취약점을 발견하고 악용한 악성코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악성 해킹 프로
그램)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슨 회장은 “기존에는 다운타임도 오래 걸리고 업그레이드(패치)할 때는 시
스템을 아예 멈춰야했다. 하지만 이번 신제품은 데이터베이스 지연이 없고, 인간 개입 없이 즉각 패치한다. 다운타임을 30
분 안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라클은 이번 오픈월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프로그램 전면에 도입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라클은 블록체인 기술
을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제품 전반에 적용해 거래 과정 신뢰성을 높
일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공급망 체인도 관리하고 챗봇 서비스는 기업
담당자가 모바일 사용자경험(UX)처럼 쉽게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라클은 리
눅스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지난 8월 참여해 이미 100여 개 고객사에 오라클 블록체인 서비
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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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오픈월드 2017 행사 내내 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강조했다. 엘리슨 회장, 마크 허드 최고경영자(CEO),

보안 강화한 오라클...
머신러닝에서 블록체인까지 신기술 망라

토마스 쿠리안 제품개발 부문 사장 모두 보안이 현재 기업이 당면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 허드 CEO는 “CEO와 최고기술경영자(CTO), 임원 모두 이것(보안문제)을 해결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난제”라며 “CEO 직함을 유지하는 기간이 4년 반 정도로 짧다. 결과적으로 모두 보안과 직결된 문제”라고

변상근 전자신문 CIOBIZ 기자

지적했다.

오라클은 ‘오픈월드 2017’에서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반 보안으로 차별화를 강화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오라클은 공세적 가격 정책으로 클라우드 DBMS 솔루션을 확장한다. 엘리슨 회장은 아마존 클라우드 솔루션 절반 가격에

(DBMS)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안 취약점 자동패치 기능으로 시스템 다운타임을 줄였다. 오라클은 경쟁사 대비 절반 이하

오라클 18c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공급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오라클 18c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가 머신러

가격을 보장, 공세적 시장 전개를 예고했다. 블록체인・챗봇・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신기술도 클라우드에 대거 적

닝 기능을 도입해 클라우드 운영・보안을 자동화한 점을 고려하면 IT 유지보수 인력 인건비도 줄어든다.

용했다.
오라클은 연내 새 제품을 출시한다. 내년 6월까지 온라인 트랙잭션처리(OLTP) 등 서비스에도 머신러닝 기능을 적용한다.
오라클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오라클 오픈월드 2017’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해

내년 클라우드 분야에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보안을 강화한 ‘오라클 18c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Oracle Autonomous Database Cloud)’를 공개했다. 새 제품은 자
동 보안패치 기능으로 시스템 다운타임 시간을 최소화했다. 운용체계(OS)・네트워크 취약점을 발견하고 악용한 악성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챗봇 기술을 클라우드 생태계 전반에 적용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오라클 전사적자원관리(ERP)・

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원천 차단한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등 전반에 적용된다. 기업 내・외부 거래 과정 신뢰성을 높인다.
IoT 모니터링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서플라인 체인을 관리한다.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에는 챗봇 서비스가 적용돼 사용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1일 기조연설에서 “(기존 시스템은) 다운타임이 한두 달 걸리고, 패치할 때는 시스템을 멈춰야

자 경험을 높인다.

했다”면서 “(오라클 새 제품은) 데이터베이스 지연이 없고, 인간 개입 없이 (자동으로)즉각 패치한다. 매년 다운타임을 30
오라클은 이 같은 기술이 수년 간 연구개발(R&D) 끝에 개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마스 쿠리안 제품개발 부문 사장은

분 안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공표된 기술은 최소 수년 연구개발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전자신문 CIOBIZ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
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진행
된 ‘오라클 오픈월드 2017’에
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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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부분이 IT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매몰로 혁신 기회 놓쳐=허드 CEO는 기조연설에서 첫 화두로 세계 경제가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지 이야기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경제 GDP의 40%가 중국에서 창출되고, 전통적인 기업용 IT 시장보
다 소비자 대상 IT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허드 CEO는 “디지털화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한 예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존재하던 비디오
대여점은 전부 사라졌다”며 “특히 리프트 등 테크 기반 혁신적 기업 탄생으로 전통적인 기업들이 위기를 맞이하며 첨단 IT

이경탁 디지털 타임즈 기자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전통적 IT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에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오라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IT 인프라 장비는 도입한 지 평균 17~20년이 지나 기업들이 IT 예산의 85%를 오래된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에 쓰고 있다. IT 예산에서 신기술 도입 등 혁신을 위한 비용은 약 15% 수준인 것. 이 같은 상
황에서 시스템 대부분을 외부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축해 기술개발 등 혁신에만 집중하는 신흥 기업들의 공세를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클
 라우드 도입으로 기업 혁신・보안도 잡는다=허드 CEO는 “과거 대형 은행의 CEO를 만나 한 시간 내내 시스템 패치
업데이트 이야기만 했는데 패치 소요 시간만 평균 4~5개월 걸려 사이버보안의 취약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면서 “최근
보안 사고의 규모가 커지면서 CEO,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임원급이 문제를 책임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오라클도
마크 허드 오라클 최고경영
자(CEO)가 3일 미국 캘리포
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오라클 오픈
월드 2017’ 오전 기조연설에
서 디지털 경제에서 클라우
드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이버보안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마크 허드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오라클
오픈월드 2017’ 오전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라클에 따르면 다
양한 산업의 대기업부터 공공기관, 스타트업까지 회사의 클라우드를 도입해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허드 CEO는 “올해 들어 20세기 당시의 포춘 500대 기업 절반 이상이 리스트에서 사라졌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현재 대부
분 기업이 이 리스트에 있을 확률은 더 희박하다”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대부분의 생산성 앱과 모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클라우드
상에 저장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라클의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솔루션 포트폴리오로 기업들이 빠르게 전환하
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성 청중이 마크 허드 오라클 CEO의 기조 연설을 들으며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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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객사 대부분이 자체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솔루션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운영관리의 복잡성이 커지

이어 비디오 영상을 통해 나온 샘 리카르도 새너제이 시장은 “새너제이는 미국에서 10번째 규모의 도시로 2020년까지

면서 대부분 실패해 최종 선택지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그는 “클라우드야말로 인프라를 유연하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혁신적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오라클 클라우드로

확장 및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특히 오라클은 ‘엑사데이타’ 스토리지 서버를 포

다양한 플랫폼을 IoT로 연결하는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인 블룸에너지의 최고

함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과 이 플랫폼 위에서 구현되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PaaS(서비스형플

재무책임자(CFO)인 랜디 퍼는 “애플・이베이・월마트 등 포춘 500대 기업 대부분을 고객사로 둬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애

랫폼),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를 간편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를 먹었지만, 오라클의 Paas, SaaS 도입 후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함께 빠른 시장 예측이 가능해졌고, IT 예산 비용 또한
20~30% 절감했다”고 말했다.

◇카
 이사르・페덱스・산호세・블룸에너지・리프트・갭(GAP) 등 고객사 확보=이날 허드 CEO의 기조연설에는 페덱스,
블룸에너지, 갭 등 세계적 기업들의 임원진이 연사로 초청돼 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적 카

오라클의 오랜 고객사이기도 한 의류기업 갭의 럭셔리 여성의류 편집매장 인터믹스는 소매 업계 최초로 모든 시스템을

지노 그룹인 카이사르엔터테인먼트그룹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해 백오피스(거래의 기록이 정

100%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폴 채프먼 갭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는 “오라클 리테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리되고 보관되는 장소)를 표준화하고, 카지노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IT 비용 수백만 달

가맹점의 재고 및 영업관리부터 고객의 구매, 주문까지 모든 과정을 동기화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러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드 CEO는 “그동안 기업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DBMS 및 ERP(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었지만
페덱스의 혁신담당 부사장인 크리스 우드는 허드 CEO와의 현장 대담을 통해 지난 2014년 인수한 반품전담 물류기업인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젠코(Genco)의 시스템을 최근 클라우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우드 부사장은 “오라클 클라우드는 시스템 비용 절감을 하
기 위해 선택한 최적의 솔루션이었다”며 “젠코를 시작으로 페덱스의 레거시 물류관리 시스템을 오라클 클라우드로 대체

오라클의 지난 1분기 클라우드 사업 부문 매출액은 총 1조6700억원을 기록, 직전 분기 대비 51.4% 급증했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 타임즈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인 블룸에너지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랜디 퍼가 오라클 클라우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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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SW와 HW의 완벽하게 결합된 ‘엔지니

평가 받으며, POC(Proof of Concept)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어드 된’ 일체형 제품 공급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오라클은 최근 7년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정교하
게 결합시킨 엔지니어드 시스템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해 왔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선택, 오라클

오라클 엔지니어드 시스템 출시 이후 IT 업계에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에

오라클(Oracle Corporation)은 1977년 래리 엘리슨이 봅 마

받고 있다. 오라클은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PaaS(서비

및 하드웨어의 결합 솔루션 출시가 잇따르며 ‘어플라이언스’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오라클은 엔지니어

이너, 에드 오츠와 함께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에 관계형 데

스형 플랫폼) 및 IaaS(서비스형 인프라)를 아우르는 가장 다양

가 주요한 기술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라클은 데이

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관리에 접근하고 있다. 오라클의 빅

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

터베이스에서 미들웨어, 분석 애플리케이션까지 영역을 확장

데이터 전략은 고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를

System)을 개발, 상용화한 것을 시작으로 설립돼 현재 전세

들이 현재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방식을 선택하고, 이

하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빅데

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오라클은 지난

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할

2009년 4월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

계획이다.

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완벽
히통합된시스템을제공할 수있는유일한기업으로거듭났다.

오라클 현황

이터 시대의 니즈에 맞게 진화시켜가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오
출시 3년 만에 전세계 2천개 가량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시장

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검증된 안정성과 유연성, 성능

에 돌풍을 일으킨 오라클 엑사데이터 데이버베이스 머신에

적 이점을 발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표준 기반의 광범위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

대해 오라클의 CTO이자 이사회 의장인 래리 엘리슨(Larry

클 클라우드는 고객이 서브스크립션 가격 모델로 오라클 플랫

Ellison)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세계의 어떠한

오라클은 빅데이터를 위한 대안으로 클라우데라 하둡 배포판

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소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컴퓨터보다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DH)과 오픈소스 배포판 ‘R’, 오라클 NoSQL DB 커뮤니

1977년

있도록 하며, 모두 완벽하게 오라클에 의해 관리, 호스트 및 지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쇼어즈
(Redwood Shores, California, U.S.A.)

원된다. 다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서비스를 제

오라클이 지금까지 선보인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1) 엑사데이

상에서 엔지니어링한 오라클 빅 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제공

직원 수

130,000명(2016년 기준)
37,000 개발자 및 엔지니어/ 18,000 지원인력/
17,000 컨설팅 전문가

공하는 오라클 클라우드는 고객이 사일로 형태의 다수의 퍼블

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2)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3) 엑

한다. 이 제품은 오라클 빅 데이터 커넥터를 통해 고객이 하둡

릭 클라우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비즈니스 프로

사리틱스 인메모리 머신 (4)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5) 오라

및 오라클 NoSQL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존의 오라클 데

세스의 분산을 방지해 준다. 고객 및 파트너들은 오라클 클라

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6) 스팍 슈퍼클러스터 등 6 종

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자원과 쉽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드를 통해 오라클 엑사데이터(Oracle Exadata)와 오라클

류가 있다. 6종류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1) 뛰어난 성능 (2)

지원한다. 오라클은 엔지니어드 시스템 제품군을 통해 대용량

엑사로직(Oracle Exalogic)을 비롯,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

짧은 구축시간으로 인한 빠른 가치 환산 (3) 줄어든 변화 관리

데이터의 고성능 처리를 지원한다. 이 솔루션들은 빅데이터 어

리케이션 구동에 높은 성능과 안정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엔터

위험 요인 (4) 쉬운 관리 및 업그레이드 (5) 원스탑 지원 (6) 낮

플라이언스와 고 대역폭의 인피니밴드(Infiniband)로 연결되

프라이즈급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은 소유비용으로 시장에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오라클 엔지

어 빅데이터 시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구

니어드 시스템은 최적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DBMS를 비롯한

공한다.

성, 확장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IT 개발자 및 관리자들은 보

업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 최적화 설계함으로써 극

다 쉬운 개발, 구축,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다.

대화된 성능과 안정성, 쉬운 구축과 확장을 지원한다. 오라클

기업이 빅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데이터

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활용하는 제

스트림을 분석해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한 새로운 소

설립일자

주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 컨설팅, 교육
- 420,000곳 (전 세계 145개국)
 3 10,000 데이터베이스 고객/ 120,000 미들웨어 고객/
105,000 애플리케이션 고객/ 315,000 이상의 중견중소기업
고객/ 70,000 하드웨어 고객/ 5,000 엔지니어드 시스템 고객

고객사수

파트너사 수
매출액
홈페이지

-산
 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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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이상의 파트너

티 에디션과 오라클 핫스팟 자바 가상 머신을 자사의 시스템

FY15(2014년 5월) 기준 USD $38.2 Billion
(한화 약 42조원)

오라클의 핵심 제품인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3의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폭넓게 지원해 어플라이언스 사용

스를 얻고, 고객의 행동 및 시장 트렌드에 대한 신선한 통찰력

http://www.oracle.com/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Oracle Database 12c)’가 최근 출

으로 인한 벤더 종속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을 갖기 위함이다. 하지만, 하둡, No SQL, 시스템 인프라와 네

시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c ’는 클라우드(Cloud)를 뜻하며,

트워크 등 이를 위한 기술 요소들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일은

오라클의 최신 전략

하나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국내에서 SKT, 보광훼미리마트, 아시아

기업에게 결코 쉽지 않다. 오라클은 고객이 이러한 어려움 없

오라클, 다양한 기업 환경에 맞는 폭넓은 솔루션 기반으로

플러그인하는 개념으로, 리소스를 최적화되게 사용하면서, 각

나항공, 우리은행 등을 대표적 고객 사례로 확보하고 제조, 금

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한 발 앞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주력

각의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이게 하는

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선택되고 있다. 오라클 엔지니

록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은 차세대 IT 환경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각광

기술이 특징이다.

어드 시스템은 도입 고객들로부터 ‘충격적인’ 성능 향상이라

오라클은 기업이 범람하는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 속에서

ORACLE OVERVIEW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50

피플소프트 엔터프라이즈(Oracle’s PeopleSoft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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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51

2006년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오라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스위트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연이어 본사가 선정한 성과와 기업운

15

360커머스
(360Commerce)

1월

유통과 물류분야의 오픈 스토어와
멀티채널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

한국오라클의 사업 영역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Suite)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

영, 고객 및 파트너, 직원 관리 부문의 챔피언으로 여러 차례

16

슬리피캣
(Sleepycat)

2월

‘버클리DB’라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테크놀로

고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고객의

선정돼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

17

핫십(HotSip)

2월

미들웨어 (통신)

지 제품군에는 업계 최고의 가용성과 안정성, 성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세 번째 엑사시리즈로 BI를 통합한 오라

스코, 삼성, LG전자, 두산그룹, 한화그룹, KT, SKT, 국민은

메시징 소프트웨어 업체. 차세대 통신
프로토콜인 접속설정 프로토콜(SIP)
기반 메시징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

18

4월

클 엑사리틱스 인메모리 머신(Oracle Exalytics In-Memory

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000여 기업이 오라클의 제

통신과 방송산업을 위한 빌링 및
순익관리 솔루션 공급업체

미들웨어 (통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

포털 소프트웨어
(Portal Software)

미들웨어 (통신)

양한 옵션 제품들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및 스토

Machine)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성

품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

리지의 완벽한 통합 제품인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등

장을 지속하며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국내 시장에서 입

를 인정받아 한국오라클은 2012년 본사로부터 ‘아시아 지역

애플리케이션
(ERP, SCM)

을 제공해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오라클

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우수 국가(베스트 컨트리)’로 선정된 바 있다.

엑사데이터는 국내에서 SKT, 보광훼미리마트, 아시아나항공
을 비롯 제조,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빠르게 채택

오라클 시스템 오라클은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의

되며, 히트 제품으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업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

설립일자
소재지

198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2층

프트웨어와 미션 크리티컬 컴퓨팅 시스템을 결합할 수 있게 되
오라클 미들웨어 오라클은 전략적인 기업합병을 통해 제품
군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해 고객의 요구에 보다 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특히, 오라클 하드웨어 제

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파트너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기

품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

위해 ‘퓨전(Fusion)’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오라클 SOA 스

리케이션의 구동은 물론, 써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동

위트(Oracle SOA Suite)와 오라클 웹로직 스위트(Oracle

을 최적화하는 기술력을 무기로 시장의 입지를 빠르게 높여

WebLogic Suite), 오라클 웹센터 스위트(Oracle WebCenter

가고 있다. 유닉스 기반 스팍 서버와 x86 서버 및 NAS, SAN,

Suite), 오라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Oracle Identity

Tape, 가상화 소프트웨어, OS에 이르는 완벽한 시스템 포트폴

Management) 등과 클라우드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리오를 차별화된 무기로 시장을 공략한다. 합병 이후, 최근 시

어 통합 플랫폼 오라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Oracle

장 점유율에서도 연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영향력을 높

Exalogic Elastic Cloud)등이 오라클 미들웨어 제품군을 대표

대표

었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스크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구동할

여가고 있다.

한다.
한국오라클 소개

김형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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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설립된 오라클사의 한국법인 한국오라클(사장 김형

5

타임스텐 (TimesTen)

6월

지난 몇 년간 피플소프트, 시벨, BEA , 하이페리온 등을 포함

래, www.oracle.com/kr)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테

세계1위의 메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MMDBMS) 업체

데이터베이스
(MMDB)

6

프라핏로직
(ProfitLogic)

7월

판매데이터분석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통)

해 70여개 우수 기업을 인수하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크놀로지 사업부,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이르는 4

7

컨텍스트미디어
(Context Media)

7월

기업 컨텐츠 통합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컨텐트 관리)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의 극

가지 비즈니스 영역의 솔루션 공급뿐 아니라 컨설팅 및 서포트

8

아이플렉스 (iFlex)

8월

인도회사. 세계적인 코어뱅킹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금융서비스)

대화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제품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5,000여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

9

시벨 (Siebel)

9월

세계1위의 CRM 전문업체로 2006년 1월
합병절차 최종완료

은 ERP, CRM, SCM, EPM/ BI 등으로 나뉜다. 완벽한 통합

스 수행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IT

10

G-로그 (G-Log)

9월

11

이노베이스
(Innobase)

12

소어테크놀로지
(Thor Technologies)

13

옥텟스트링
(OctetString)

즈니스 스위트(Oracle E-Business Suite), 중견기업을 위한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발휘의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발
판 마련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RP 솔루션인 오라클 JD 에드워즈 엔터프라이즈원(Oracle’
s JD Edwards EnterpriseOne), 인사관리 솔루션인 오라클

한국오라클은 지난 몇 년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을

19

넷4콜(Net4Call)

4월

통신업체를 위한 Parlay/OSA 서비스
제공 컴포넌트 제공업체

20

디맨트라(Demantra)

6월

디맨드 중심(Demand-driven) 플래닝
솔루션 제공 기업

21

텔레포니 앳 워크
(Telephony@Work)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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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글로벌 기업콘텐츠 관리(ECM)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ECM)

11월

유틸리티 업계를 위한 매출 및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BI)

통합 IP기반의 컨택 센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CRM)
(contact center service) 소프트웨어업체

25

스텔런트 (Stellent)

26

SPL 월드그룹
(SPL WorldGroup)

27

하이페리온
(Hyperion)

3월

기업성과관리(EPM)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28

탱고솔 (Tangosol)

3월

데이터 그리드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29

로드스타 (Lodestar)

4월

미터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2007년

홈페이지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퓨전 전략을 표방한 이래, 오라클은

패키지로 고객들의 비즈니스 수행을 지원하는 오라클 e-비

애플리케이션 (유통)

14

템포소프트
(TempoSoft)

30

앱포르지 (AppForge)

4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31

애자일 소프트웨어
(Agile Software)

5월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보안)

32

바로사 (Bharosa)

7월

사용자 인증 및 보안, 계정관리 솔루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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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경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37

모니포스 (Moniforce) 12월

2008년
38

캡토베이션
(Captovation)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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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CRM)

42

스카이와이어
(Skywire)

6월

보험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물류와 운송관리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SCM)

43

Global Knowledge
Software LLC

8월

자가 트레이닝 자동화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10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 개발업체

데이터베이스

44

클리어앱 (ClearApp)

9월

SOA애플리케이션 관리 전문업체

미들웨어

11월

계정관리 및 접근관리 분야의
가상 디렉토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45

AVT

10월

3D 비주얼 플래닝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11월

계정 및 접근관리 분야의
가상 디렉토리 솔루션 업체

46

프리마베라
(Primavera)

10월

프로젝트관리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10월

정책 모델링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12월

워크포스 스케줄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통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애플리케이션 (유통)

47

헤일리 (Ha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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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클라우드 기반 소셜 역량 소싱 및 기업
동문회 관리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1월

클라우드 기반 및 온프레미스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엘로콰 (Eloqua)

12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83

데이터레이커
(DataRaker)

12월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

84

애크미 패킷
(Acme Packet)

2월

세션 보더 컨트롤 기술 업체

시스템 (통신)

85

님불라
(Nimbula)

3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신호,
정책 제어 및 가입자 데이터 관리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통신)

셀렉트마인즈
(SelectMinds)

81

인스탄티스
(Instantis)

2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82

48

엠벨런트(mValent)

49

렐시스(Relsys)

3월

의약품 안전 및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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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스케일러
(DataScaler )

10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업체

데이터베이스

63

9월

80

애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2013년

86

테켈렉 (Tekelec)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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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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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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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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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2015년

2016년

2012년
73

탈레오 (Taleo)

2월

인적자원관리(HR)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

74

클리어트라이얼
(ClearTrial)

3월

클라우드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

5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마케팅 및
인게이지먼트 플랫폼 업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75

비트루 (Vitrue)

76

콜렉티브 인텔렉트
(Collective Intellect)

6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인테리전스
솔루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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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애드디스 (AddThis)

1월

퍼블리셔 퍼스널라이제이션, 오디언스
인사이트 및 액티베이션 툴 제공 업체

104

라벨로 시스템즈
(Ravello Systems)

2월

클라우드 업체

105

크로스와이즈
(Crosswise)

4월

머신러닝 기반 크로스-디바이스
데이터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인더스트리 솔루션
(엔지니어링 및 건설)

106

텍스투라 (Textura)

4월

건설 계약 및 결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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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109

로그파이어 (LogFire)

9월

클라우드 기반의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 제공 업체

110

팔레라 (Palerra)

9월

클라우드 보안 자동화 업체

이제 오라클의 새로운
클라우드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클라우드를 위한 고객 중심의 가격 정책 ‘UNIVERSAL CREDITS & BYOL to PaaS’
UNIVERSAL CREDITS & BYOL to PaaS 가격 정책은,
① 수많은 종류의 오라클 클라우드를 내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골라골라 입맛대로 사용 가능
② 선택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 가능
③ 기존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 가능

Universal Credits

BYOL to PaaS

유연하고 폭넓은 비용효율적인 서비스 활용

On-Premise 라이선스의 재활용을 통한 TCO 절감

• PaaS와 IaaS 서비스의 구분없이 자유로운 활용
• 손쉽고 직관적인 서비스 구매 및 재활용

• 기존 오라클 S/W 라이선스를 PaaS 서비스에 재활용
• PaaS 서비스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BYOL : Bring Your Own License

기존 소프트웨어 자산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재투자 하십시오.
오라클이 최고의 비용절감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오라클은 고객이 온프레미스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소프트웨어 자산을 그대로 보전하여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① PaaS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최대 94% 이상 절감 가능
② 오라클 PaaS가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자동 운영 환경은 그대로 활용 가능
③ 경쟁사 대비 클라우드 운영에 필요한 총 소유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 가능

PaaS

DATA MGMT

APP DEV

INTEGRATION

SECURITY

Universal
Credits
COMPUTE

ANALYTICS

IT OPS MGMT

BYOL To
PaaS
STORAGE

IaaS

더 이상 어떤 클라우드를 얼마나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라클이 도와 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오라클 영업대표가 찾아 뵙고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담당 영업대표 안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080-2194-114로 연락 주세요.

CLOUD

CONTENT &
PROCESS

NETWORKING

Oracle Cloud
vs.
Amazon Web Services
3.7x
10x
ZERO

더 빠른
프로비져닝
더 낮은 아카이브
스토리지 비용
추가로 요구되는
커맨드

완벽한 지원, 통합, 보안이 가능한 단 하나의 클라우드

oracle.com/kr/cloud/iaas
또는 080.2194.114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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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