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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찔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클라우드 기술 한가운데에서 큰 방향성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향후 일 년 동안 우리와 클라우드

의 관계는 어떻게 변모할까? 

모던 클라우드는 어떠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클라우드 여정이

라도 이를 지원하고 구동할 수 있고, 변화하는 니즈에 유동적으

로 적응하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비즈니스 변혁의 잠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17년을 넘어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오라클의 10대 예측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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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의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가 도약할 것이다

클라우드는 오랫동안 전체 기업용 운영 워크로드의 이관을 약속해왔으나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클라우드 이관을 여전히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운영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지원하기 위한 의지와  

자원의 결여이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맞춤형 포트폴리오의 지원

을 위한 인재 부족에 기인한다. 반면, 이들 업체들은 SLA의 자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퍼블릭 데이터 센터에 

대한 통제권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통제권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장 준비가 잘 된 IaaS 

제공업체가 2017년 클라우드 이관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One

기사 : 

ClubCorp 의 CIO가 말한다 

“클라우드는 골프의 홀인원”  

http://www.informationweek.com/cloud/clubcorp-cio-sees-cloud-as-hole-in-one-for-golf-/d/d-id/1326976


기업 소유 데이터 센터의 급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구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이제는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

조직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지출을 늘림에 따라 기업 소유의 데

이터 센터에서 특화 구축되고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로 워크로드 이관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Mark Hurd는 2025년까지 기업 소유의 데이터 센터가 80%나 감소할 

것이며 IT 지출의 80%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업 데이터 센터의 수가 당장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는 컴퓨

트 용량, 스토리지, 네트워킹 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 투자가 즉각적으

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다.

블로그 : 

Mark Hurd가 예측하는 IT의 미래: 
제 2 라운드

Two

COVER STORY   01 _ 2017년 클라우드 10대 전망 8

https://blogs.oracle.com/TheOracleBlog/mark-hurd-predicts-the-future-of-it:-round-2


IT 처리를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로 부상할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올해의 보안 위협의 판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보다 나은 거버넌

스와 사생활 관련 권한의 필요성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전체 부

서에서 보안을 최우선 순위로 만들 것이다. 

과거 보안은 클라우드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데이터 

주권, 데이터 사생활, 통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러 조직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조직이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건실한 보안 관련 기록을 지닌 자리 잡힌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심층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Three

보고서 :

철저한 보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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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racle.com/LP=37222?elqCampaignId=41933&src1=SO:TW&src2=Tw-EM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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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혁의 표준화

우리의 세계는 점점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로써 개인이 생활하고, 일하고, 놀이하는 방식의 변혁

이 발생한다.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이 확장하고, 혁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탄생하였다. 의료, 제조, 심지어는 도시 계획과 같은 분야까지도 클라우드로 인한 재구상과 재정의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이들 기회의 포착을 위하여 오늘날의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위하여 준비된 툴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디지

털을 비즈니스의 최중심에 놓아야 한다. 현재의 디지털 연결 뒤에는 가장 시급한 비즈니스 도전과제에 대한 솔

루션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올해,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통합된 클라우드 기술을 성공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Four

블로그 : 

혁신의 패스트 트랙으로 나아가기

동영상 :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https://www.oracle.com/uk/cloud/cloud-infrastructure/features/steering-into-innovation-fast-lane.html?sc=LinkedIn-OracleCloudZone-IS-CC
https://go.oracle.com/DigitalTransformation-BeBusinessDigital#pag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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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인공 지능(AI)은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미 우리 중 다수의 일상에 스며들어있다. 예를 

들자면 여러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소프트웨어와 온-디맨드 음악 서비스 등은 매우 성공적이고 만연한 유형의 

AI이다. 

이들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유입, 분석, 해석한 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인프라에 기반한다. 이러한 기술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바로 고객 서비스 및 기타 비즈니스 운영의 일환으

로 정립화되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개인화된 행동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비즈니스 업무를 능률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Five

보도자료 :

오라클이 공개한 차세대 클라우드 전략: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https://www.oracle.com/corporate/pressrelease/oracle-unveils-intelligent-applications-091916.html?SC=ccentral-engagement-cloud-doyle-oow-forbes


인공적 요소란 없다: AI의 실제화

AI와 로보틱은 제조 영역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하였고 일련의 신규  

산업군에 흥미로운 이점을 선보일 준비가 되어있다. 

가장 뜨거운 분야로 등장한 AI는 데이터 폭증으로 가속화되는 추세이

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방대한 디지털 정보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훈련, 교육, 그리고 스마트함의 향상이 가능하다. 

CIO들은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 AI의 물결을 애써 무시하

고 있다. 전 American Express CIO이자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Toby 

Redshaw에 따르면 AI 기반 기술을 무시하는 기업은 “총격전이 벌어

지는 가운데 칼을 쥔 자”와 같다.

동영상 :

Larry Ellison, Oracle Management Cloud와 

머신 러닝에 대해 말하다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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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DGzNSPot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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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은 코딩으로도 더 많은 개발

올해 클라우드 앱 개발자의 툴킷에 새로운 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비쥬얼” 또는 “로우(low)” 코딩이 만연할 것이다.

 

여러 조직에 있어서 실시간 기업이란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재고를 의

미한다. 종종 IT 팀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새로운 기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민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실패하곤 한다. 

비쥬얼 코딩은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발과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확

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구현 전문가들이 UI 디자인

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라고 Forrester 애널리스트인 John 

Rymer와 Clay Richardson은 말한다. “로우 코드 벤더사들은 친숙한 

드래그-앤-드랍 방식의 위지윅(WYSIWYG) 기술을 활용하여 UI를 

설계합니다.”

Seven

동영상 :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빌더 클라우드 서비스

https://www.youtube.com/watch?v=Nq0ZP8q0DPo&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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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k Tank: 창업 희망자와 벤처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미국의 TV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며 자유로운 혁신, 새로운 시장 창출, 기존 시장의 파괴를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들은 기술 기반 가치에 따라 경쟁하게 되어 있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기존  

비즈니스 관행을 고수하고, 다른 기업들은 폭넓은 저비용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고

군분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기업이 고성능 자원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초기 투

자 비용이 1억 달러였던 자원을 이제 시간당 10달러로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소기업의 혁신, 실험, 지속적 수익성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Eight

블로그 : 

IaaS가 당신의 샤크 탱크(Shark Tank)* 

순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https://blogs.oracle.com/smb/how-infrastructure-as-a-service-can-help-in-your-shark-tank-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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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IT 조직은 시스템 관리를 클라우드로 이관한다

90% 이상의 기업들은 복수의 시스템 관리 툴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지 6% 만이 비완전한 데이터를 신뢰한다. 

따라서 IT 운영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관리 접근법을 선보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데브옵스(DevOps) 방법을 도입하고 디지털 경험에 중점을 두는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은 관리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하고 머신 러닝을 선택해야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클라우드에서 시스템 관리를 도입하여 여러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에 존재하는  

관리 데이터 단일화를 달성하였다. 다른 기업들은 운영 관리 문제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

다. Oracle Management Cloud 만이 지능형의 단일한 클라우드 기반 접근법을 제공, 머신 러닝을 완전한 운

영 데이터 집합에 적용할 수 있다. 

많은 클라우드 툴이 클라우드 시스템 전용으로 개발되었으나 Oracle Management Cloud는 클라우드와 온-

프레미스 환경 모두를 지원한다. 

2020년이 되면 60%의 기업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 관리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관할 것이라 예상한다. 

Nine

동영상 :

IDEA Cellular, 머신 러닝을 통한 IT 변혁을 

이야기하다

http://medianetwork.oracle.com/video/player/5258711928001


50%의 데브테스트(DevTest)는 클라우드로 이동할 것이다.

지난해, 당사는 데브테스트 워크로드가 2025년까지 완전하게 퍼블릭 클라

우드로 이동할 것임을 전망한 바 있다. Oracle Openworld 2016에서 Mark 

Hurd는 이미 “거의 절반에 도달”하였음을 발표했다. 

온-프레미스 방식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IT 팀들은 운영 환

경과 최대한 일치하는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구매, 라이선

싱, 구성해야만 했다. Hurd는 데브테스트의 클라우드 이관으로 IT 업계가 

15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했다. 

올해, 오라클은 클라우드 데브테스트의 광범위한 도입이 있을 것이라 전망한

다. 로우-코드 접근법,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툴, 전체 플랫폼과 언어의 지원

을 망라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능이 등장할 것이다. 

솔루션 브리프 :

오라클을 통한 

데브옵스 마스터하기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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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line 

http://www.oracle.com/kr/

cloud/overview/index.html

https://blogs.oracle.com/fusionmiddleware/resource/Solution_Brief_DevOps.pdf
http://www.oracle.com/kr/cloud/overview/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