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oracle.com/kr

문의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oracle.com/kr에서 확인하거나 080-2194-114로 전화하여 한국오라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문서는 정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체의 내용은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특정 목적에 대한 적격성 및 적합성과 관련된 묵시적 보증 및 계약 조건을 

포함해서 명시적, 묵시적 기타 모든 보증 또는 계약 조건에 의해 구속 받지 않습니다. Oracle은 본 문서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본 문서로 인해 직간접적인 어떠한 계약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Oracl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전자적 또는 기계적) 또는 목적으로도 복제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Oracle 및 Java는 Oracle 및 그 계열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명칭은 해당 소유업체의 상표입니다.

Copyright © 2017,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오라클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R-170106-01-SBS-CBZ

Oracle
Cloud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06 Oracle Cloud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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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오라클 클라우드 4가지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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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클라우드가 궁금하신가요?

클라우드 30일 무료 체험의 기회를 가지세요.

(전화문의 : 080-2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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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 PaaS, SaaS 모든 계층의 완벽한 통합

데이터센터의 물리적/논리적 접근 제어

저장 중, 사용 중인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권한 제어에 따른 접근 관리 및  
앱 접속 관리

민감한 데이터의 마스킹

Ora cle
Cloud Service

개방형 표준 기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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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 파트너 모두가 손쉽게 확장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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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IT 환경과 기술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운영, 개발, 통합 및 확장 등 기존 IT 인프라 
이관 및 적용 용이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PaaS, SaaS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통합

오라클 기술 근간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복잡성 감소

IT 운영/개발자 및 현업 사용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모델 

완전성
개방형

보안
선택권

SecureOpen Choice
Complete

PaaS
Platform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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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World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업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의 모든 것

HR Marketing Sales Collaboration

Mobile Social Networks Documents

운영관리

DBA System Admin Operator

Reports Alerts

AnalyticsInfra Monitoring

사용자

개발팀

개발자 Apps

General Server

Storage

Compute

Disk

Switch/GatewayNetwork

VM
KVM

Database

Big Data Exadata운영(RAC)

Web/WAS

운영 개발 QA

관리서버

운영관리IT 관리 Log 관리

Data Center

스토리지 파일서버 백업 서버

Ruby

Java

Perl

Node.js

Python

•Container Cloud Service

Container

•�General Purpose Compute
•Dedicated Compute
•�Dedicated Compute SPARC Model

Compute

•VPN for Compute
•�VPN for Dedicated Compute
•FastConnect

Network

•�Bare Metal Cloud Service
Bare Metal

•Object Storage Service
•�Archive Storage Service
•�Oracle Database Backup Service
•�Storage Cloud Software Appliance

Storage

•Oracle Cloud Machine
•�Exadata Cloud Machine
•�Big Data Cloud Machine

Cloud Machine

•SOA Cloud Service  •Integration Cloud Service
•GoldenGate Cloud Service •Internet of Things Cloud Service
•API Platform Cloud Service

•Database Cloud Service   •Database Backup Cloud Service  
•Exadata Cloud Service    •Big Data Cloud Service  
•Exadata Express Cloud Service •MySQL Cloud Service
•NoSQL Database Cloud Service •Big Data – Compute Edition

Data Management •Oracle Management Cloud Service
-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 Log Analytics

- IT Analytics

- Infrastructure Monitoring

Management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ervice  
•Big Data Discovery Cloud Service  
•Big Data Preparation Cloud Service  
•Data Visualization Cloud Service  
•Essbase

Business Analytics

Integration

•Documents Cloud Service  
•Sites Cloud Service  
•Process Cloud Service  

Content & Experience

•Java Cloud Service   
•Mobile Cloud Service 
•Messaging Cloud Service  
•Developer Cloud Service  
•API Catalog Cloud Service  
•�Application Builder Cloud Service 
•�Application Container Cloud 

Application 
Development

•Identity Cloud Service  
•�Oracle CASB Cloud Service  
•�Security Monitoring 

& Analytics Cloud Service  
•Compliance Cloud Service  

Security

•Ravello

Rav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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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Service

고객사가 VMware 또는 KVM 기반에서 실행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VM, 네트워크 또는 스토리지 구성 포함)를 수정하
지 않고, 있는 구성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빠른 개발/테스트 프로세스를 위해 온디맨드 및 경제적
인 확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구성
• VMware/KVM을 Cloud 환경으로 

손쉽게 배포 

Oracle Bare Metal Cloud Service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탄력
성과 엔터프라이즈 레벨 고가용성, 예측 가능한 고성능 및 유연성
과 보안을 극대화한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
•Bare Metal Cloud Service

04 Ravello

06 Bare Metal

Oracle Cloud Service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 서비스는 신속하게 프로비저닝되는 가상 
컴퓨트 환경을 제공하여 워크로드 이전을 간편하게 해줄 뿐 아니
라 예측 가능한 일정한 성능과 제어, 가시성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서비스 구성
•General Purpose Compute
•Dedicated Compute

01 Compute Service
엔터프라이즈에서 입증된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아카이브 
서비스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스토리지, 공유 및 보호 요구사항
을 지원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이라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
든 안전하고 유연하며 간편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Object Storage Service
•Archive Storage Service
•Oracle Database Backup Service
• Oracle Storage Cloud Software 

Appliance

02 Storage Service

클라우드 머신은 고객의 데이터센터에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서비스 상품을 탑재한 장비와 오라클이 직접 운영하는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 데이터의 위치(Residency)에 대한 고객 요구를 충
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 Oracle Cloud Machine
•Exadata Cloud Machine
•Big Data Cloud Machine

05 Cloud Machine 

Oracle Container Cloud Service는 엔터프라이즈급 컨테이너 
인프라를 생성하는 손쉽고 빠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개발, 개발/테
스트 및 개발 운영용 Oracle Cloud 및 Cloud Native 사용 사례
에서 Docker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배포, 관리하
는 종합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
•Container Cloud Service

07 Container 

고객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구성을 큰 변경 없이 퍼블릭 클라우
드에 적용하여 가상 클라우드 네트워크(Virtual Cloud Network)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 네트워크와 오라클 클라우드 센터 사
이에는 Site VPN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가상의 전용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구성
•Virtual Cloud Network 
• VPN for Compute/for Dedicated 

Compute
•FastConnect(일부 지역에 제공)

03 Network Service

08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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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Service

Infrastructure as a Service 02

<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대상 고객

개요

특장점

  공통 특장점 : 내구성 높은 스토리지, 
 미러링, 복제, 암호화 및 통합 관리

  object Storage Service 
•자주 액세스하는 클라우드 공유 데이터에 적합
• 콘텐츠 암호화 및 용량 제한 없는 유연한 구성 및 REST 

API(OpenStack Swift) 제공

  Archive Storage Service 

• 장기간 데이터 보관을 위한 주기적인 자동 데이터 정합성 
체크 

• Peta-bytes까지 확장 가능하며, 데이터 고가용성을 위한 
다중 미러링 

  Backup Cloud Service
• 효율적인 비용과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  

한달에 $33/TB
• End-to-End의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암호화와 보호기술 

(3중 미러링) 적용
• 범용적인 DB 백업 솔루션(VERITAS NetBackup 등)과 

제품 연계 메뉴 제공

   Storage Cloud Software Appliance 
 (Storage 서비스 이용 시 무료 제공) 

•NFS를 통한 손쉬운 Storage Cloud Service 활용 지원
•안정성과 높은 고가용성 
•높은 보안 레벨 수준 제공

•보안성을 높인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백업이나 아카이브를 하려는 고객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위치에 상관없이 내부 스토리지를 확장하고 싶은 고객

•기존 DB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싶은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

디서나 접근 가능한 보안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torage Service

Compute(General Purpose) Dedicated Compute

• 공유 Compute Zone 환경 제공
• VM 형태의 서비스 제공
• Core 구매 단위 : 1 Core(1~499)
• 한 개의 VM에 할당할 수 있는 Core는 최대 16 Core 

(1, 2, 4, 8, 16 단위 구성)

• 완벽히 독립된 Compute Zone 환경 제공
• 예측 가능한 성능 환경
• 독립된 전용 Network 서비스 제공
• 500, 1000, 1500, 2000 Core 등 대용량 서비스 제공

• 기존과 동일한 구성의 오라클 소프트웨어와 3rd Party  
기술, 맞춤화된 애플리케이션 구동의 최적화 환경 제공

•탄력적인 블록 스토리지와 개별 IP 주소 제공
•클라우드 VM에 유연하게 스토리지 볼륨 할당

• 보안 그룹 설정 및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제어 권한 설정 
기능(Root 권한 제공)

•카탈로그화된 서비스 패키지 제공(마켓플레이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기본 제공

•간편하게 인프라를 제공받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싶은 IT 개발자

•오픈소스나 3rd Party 제품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고 싶은 고객

•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다른 VM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서버를 운영하고 싶은 고객 

(Dedicated Compute 서비스의 경우)

Compute Cloud Service는 확장이 용이한 서버 역할을 하는 IaaS 서비스로서, 비용 효율 / 보안 / 높은 
성능을 보장하며, 고객 요건에 가상화된 범용적 공유 환경과 전용 환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오라

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mput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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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객

개요

특장점

• 기존 인프라를 있는 그대로 “복제”해서 빠르게 클라우

드 전환

•블루프린트 기반의 빠른 배포와 온디맨드 용량 확장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선택적으로 배포

• 사용량 기반의 시간제 과금으로 최대 60%까지 비용 
절감

• 동일한 운영체제, 반가상화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설정, 네트워크 설정, VMware 툴 등 VM 관련 사항

은 그대로 유지

기존 VM 환경을 간편하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도와주는 
블루프린트

•기존 VMWare/KVM 환경을 쉽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싶은 고객

•VM 환경 라이선스가 아닌 사용량 기반의 비용처리로 운영비용 절감을 원하는 고객

•기존 VM 환경을 단기간만 사용하거나, 개발, 테스트, QA 환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 
• 해외 지사 등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용자를 지원하는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 단시간에 구축하고 싶은 고객

VMware(또는 KVM) 기반의 Multi-VM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기존 환경 그대로 변경 없이 손쉽게 클라우

드 환경으로 옮겨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avello

  VPN
•IPSec Tunnel 구성, AES128 암호화 알고리즘 기술 채택

•이중화 장비를 활용한 고가용성 제공

- VPN for Compute : VM기반 S/W VPN 서비스
-  VPN for Dedicated Compute : 
 Dedicated Compute용 H/W VPN 서비스

  Fast Connect(일부 지역에 제공)
• 데이터센터와 Oracle Cloud Service 간의 높은 대역폭

과 안전한 데이터 전송 제공

•비용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고 일관된 방식의 접속 제공

- Standard Edition(SE)
   기업의 에지 라우터를 특정 위치의 오라클 에지
  라우터와 직접 연결
- Partner Edition(PE)
   Equinix Cloud Exchange를 통해 연결이 프로비저닝 
  되며 Equinix Cloud Exchange와 BGP 피어링 세션이 
  설정

•Cryptographic Network Protocol(Secure Shell) 사용이 필요한 고객

•Site to Site VPN이나 Software VPN으로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강화가 필요한 고객

•고객 Site와 Cloud 데이터 센터 사이에 Direct 접속 연결이 필요한 고객(FastConnect)

신뢰도 높은 안전한 접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로, 기업의 데이터센터 내 데이터 
보안을 지키며 오라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연결하여 다수의 IDC와 Compute Cloud 환경을 하나의 커다

란 네트워크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Network Service
Infrastructure as a Service 04Infrastructure as a Service 03

12   |  13

VPN
(for Compute)

VPN
(for Dedicated Compute) Fast Connect SE Fast Connect PE

Dedicated Compute

*SE : Standard Edition *PE : Partner Edition

IaaS/PaaS

Enterpise
Data Center

Branch
Office

Cloud
Exchange

Enterpise
Data Center

Branch
Office

MPLS
Network

<VMware 가상화 환경>        <Ravello Capsule>        

On Premise
Data Center

Web

Web

Web

Web

Web Tier

App

App

App Tier

DB

DB

DB Tier StorageNetwork

Web

Web

Web

Web

Web Tier

App

App

App Tier

DB

DB

DB Tier StorageNetwork

Ravello = Nested Virtualization + Network/Storage Overlay

특장점

대상 고객

개요



Oracle Cloud Service

< 자세히 보기>

• Public Cloud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고객사 DC에서 Private Cloud처럼 사용

• 강력한 IaaS 기반에서 다양한 PaaS 서비스 및 Public Cloud로 유연한 확장

• Public 대비 속도 향상, 정보 자산 통제(Data Locality) 및 보안 강화

• 오라클 소프트웨어 및 다양한 오픈소스 지원

• 실제 다양한 고객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OCM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Oracle Cloud Machine은 Oracle Public Cloud와 동일한 기술, 동일한 아키텍처가 탑재된 장비를 고객 

IDC에 위치시켜 다양한 고객의 업무를 Public Cloud와 함께 사용하는 Hybrid Cloud 또는 Public Cloud
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loud Machine OCM(Oracle Cloud Machine) Cloud Machine Exadata Cloud Machine

Infrastructure as a Service 0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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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S사
• 차세대 프로젝트 구축 시, 이관/배포/구축에 걸리

는 시간 단축
• 고객의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

통신사 K사
• 기존 DIY방식 DB Private Cloud의 어려움을 

느껴, 새로운 Private Cloud 구축
• 신규 업무의 신속한 구축과 구현 시간의 감소
• 관리 편리성 증대와 비용 감소 효과

병원 H사
• 52개 병원을 대상으로 더 낮은 비용, 높은 성능

의 ERP 시스템 구축
• 개발/테스트/운영시스템의 보안정책으로 외부와 

분리 필요
• 병원과 시스템간의 낮은 Latency 보장

식품업 D사
•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며 효율적 CAPEX 지출 

목표
• 테스트/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

합/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 자동화 설치/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비용 감소

Java

Network

Messaging

Process

Compute

Mobile

Database

Storage

Developer

Container

Integration C
Platform

PaaS

Infrastructure
IaaS

PUBliC CloUD
mAChiNE

특장점

대상 고객

개요

대상 고객

개요

특장점

• Exadata Public Cloud와 동일한 서비스

• 100%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호환성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쉽고 위험 부담이 적음

• 랙 단위의 최소 코어부터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

• 오라클이 Exadata 인프라 관리(데이터베이스, 그리드 인프라, 운영 체제(O/S))
• 고객은 응용프로그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제어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펌웨어, Dom0 등)
• 고객은 원하는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음

•공용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보유한 고객

•데이터 주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고객

•WAN 네트워크 대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

•클라우드 혜택을 원하지만 공용 클라우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

Oracle Database Exadata Cloud Machine은 데이터베이스를 사내 구축 환경에 배치해야 하는 고객에

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frastructure as a Service 05_2

ExaCm = ExaCS @ 고객의 데이터센터

고객의 방화벽 뒤에서
서비스 운영 및 제공

모든 옵션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동적으로 코어를 
늘리거나 줄임

클라우드 기능 활용 및 
민첩한 프로비저닝

Oracle Cloud
Control Plane

Self-Service
Tenants

Exadata Cloud
Machine

Cloud Operations 
and Support

SSH 
SNMP 

TSL(https)
TSL(https)

VPN 
Tunnel

(SSH, TLS)

DMZ

Oracle
Advanced Support

Gateway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Cloud 
Administration

Oracle Cloud Operations 
Infrastructure

Customer
Data Center

Oracle Advanced 
Support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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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완전한 컨테이너 관리 환경 제공
•컨테이너 구성, 배포,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UI 제공
• 복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Stack 단위를 제공하며, Stack

을 간편한 UI와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사용 편의성 강화
• 운영대시 보드, 상태 확인, 서비스 확장/축소, 배치 제어 정

책 등 엔터프라이즈 운영 지원

  DevCS 제공
• OCCS를 사용할 경우 Hudson과 Git 서비스를 포함하는 

DevCS를 함께 제공
• 개발 및 운영 환경에 CI/CD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프로세

스 확립

  REST APi 제공
• 기존 DevOps 및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강화를 위해 OCCS

의 기능에 대한 REST API 제공
• Oracle DB와 여러 기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와 완벽하게 

통합

•Container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을 계획하는 고객

•Microservice와 DevOps를 적용하려는 고객

•Docker 컨테이너를 토대로 CI/CD의 모범 사례를 고민하시는 고객

Docker를 기반으로 자원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을 함께 제공하는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로 Docker 컨

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한 구성, 배포, 모니터링 및 관리를 포함하는 End-to-End 기능 요소를 제공하여 운영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Container 
Infrastructure as a Service 07

Configuration Deployment Orchestration Operation

특장점

대상 고객

개요

< 자세히 보기>

대상 고객

개요

특장점

  고성능 
• 최신 NVMe SSD를 탑재한 서버로 수백만 IOPS를 제공

하는 집약적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빅데이터 워크로드 실행
에 이상적

  자체 하이퍼바이저 지원 

• Bring Your Own Hypervisor(BYOH)로 On-Premise 
환경 애플리케이션을 있는 그대로 손쉽게 이전하고 확장  
가능

•하이퍼바이저의 오버헤드가 없는 Raw 성능 구현

  독립성 및 통합성
• 구획(Compartment), ID 및 접근 관리를 통한 완전하게 

독립된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인프라 구성 및 거버넌스 제공
•모든 기능은 콘솔 또는 API를 통해 자동화 제공
• 강력한 통합 서비스 : 가상 네트워크, 블록 및 객체 저장소, 

프라이빗 네트워크 제공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 제공
•Standard - Non-NVMe SSD, 256GB RAM
•High I/O – 12.8TB NVMe SSD, 512GB RAM
•Dense I/O – 28.8TB NVMe SSD, 512GB RAM

•고가용성 및 고성능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및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고객

•자체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VM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싶은 고객

•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과 독립된 환경의 인프라에서 보안을 더욱 강화하여 사용하고 싶어하는 고객

Oracle Bare Metal Cloud Service는 독립된 서버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자체 하이퍼바이저를 지원

하여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높여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Bare Metal
Infrastructure as a Servic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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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as a Service

Oracle Cloud Service

Integration 클라우드 서비스(ICS)는 다양한 SaaS와 SaaS 서비
스 간, SaaS 서비스와 On-Premise 간 손쉬운 연동을 제공합니
다. 특히 Integration Cloud Service는 준비된 Connector를 
이용하여 코딩 없이 클릭만으로 빠른 연동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구성
•SOA Cloud Service
•Integration Cloud Service
•API Platform Cloud Service
•IoT Cloud Service

Content & Experience 클라우드 서비스는 효율적인 콘텐트 기
반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개선과 정보 교환 상호 작용을 위한 사
용자 경험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내부 임직원 및 
외부와의 협업을 위한 콘텐트 공유 및 동기화가 손쉽게 가능합니
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멀티채널(Multi-Channel) 서비
스를 지원하며, 산재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구성
•Documents Cloud Service
•Sites Cloud Service  
•Process Cloud Service 

04 Integration

06 Content & Experience

Oracle Cloud Service

Platform as a 
Service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
축, 배포 및 관리하는 완전하고 통합된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보안, 가용성, 성능 및 관리의 편리성에서 검증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MySQL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Big Data 영역으로 확대, 결합하는 서비스로 확장함으로써, 
조직의 혁신 및 민첩성을 가속화합니다.

서비스 구성
•Database Cloud Service •Exadata Cloud Service
•Exadata Express Cloud Service
•Database Backup Cloud Service
•MySQL Cloud Service
•Big Data, Big Data – Compute Edition
•NoSQL Database Cloud Service

01 Data Management
Oracle Application Development 클라우드 솔루션은 클라우
드 환경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합니
다. 개발 환경 및 개발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환경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개발과 배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서비스 구성
•Java Cloud Service 
•Messaging Cloud Service
•Application Container Cloud Service
•Application Builder Cloud Service
•Developer Cloud Service

02 Application Development 

Oracle Management Cloud(OMC) Service는 차세대 통합 
모니터링, 관리 및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시간 분석과 깊이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
이터 플랫폼으로 구축되었습니다. OMC를 사용하면 정보의 단절
을 제거하고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며 IT를 비즈니스
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IT Analytics
•Log Analytics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Infrastructure Monitoring

05 Management 

Oracle Identity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를 위한 포괄적인 계정 관리 서비스(IAM : Identity Access 
Management)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클
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SSO(Single Sign On)을 구현할 수 있
습니다. 또한, OAuth2, Open ID Connect 등 표준적인 프로
토콜을 지원하여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손쉬운 연계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구성
•Identity Cloud Service
•Oracle CASB Cloud Service 
• Security Monitoring and Analytics 

Cloud Service
•Compliance Cloud Service

08 Security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완전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비즈니
스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비즈니스 전략, 계획 및 최
적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ervice
•Big Data Discovery Cloud Service
•Big Data Preparation Cloud Service
•Data Visualization Cloud Service

07 Business Analytics 

Oracle Mobile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 내 기존 시스템과 연계
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빠르게 개발하고 운
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Integration Cloud 서비
스를 이용하여 복잡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고 빠르게 통
합할 수 있습니다. 한편,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Device를 연결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Mobile Cloud Service
•Integration Cloud Service
•Application Accelerator Cloud Service
•Developer Cloud Service

03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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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운영 부담 없는 자바 웹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고객 : JCS(Jave Cloud Service)
•운영 부담 없는 Node.js/PHP/Tomcat 환경이 필요한 고객 : ACCS(Application Container Cloud Service)
•ALM(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을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 : DevCS(Developer Cloud Service)
•빠른 서비스 개발을 원하는 고객 : ABCS(Application Builder Cloud Service)

더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Java App 개발을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WAS 플랫폼(WebLogic 기반)

Oracle Application Development 클라우드 솔루션은 단순화된 개발 및 빠른 개발 라이프사이클을 통하

여 App의 신속한 배포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하여 고객의 빠른 서비스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Data Management는 No.1 Database인 Oracle Database Cloud Service를 중심으로 MySQL, Big 

Data Cloud Service 등을 제공하고, Exadata Cloud Service를 통해 고성능의 Exadata 기능을 간편하게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Oracle RDBMS와 Exadata의 모든 기술을 클라우드에서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고객

•Database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여, 고가용성(RAC, HA, DR 등)을 확보하고 싶은 고객

•빠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를 DB와 함께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고 싶은 고객

•Big Data를 클라우드에서 간편하게 개발, 운영하고 싶은 고객

 Database Cloud Service 
• 11gR2부터 최신 버전까지 다양한 DB옵션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이용
•클라우드 업계에서 유일하게 Oracle RAC 서비스 제공

 Exadata Cloud Service 
•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Exadata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On-Premise에서 제공되는 Exadata 환경과 100%호환

 Exadata Express Cloud Service 
• Exadata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DB 서비스를 PDB*형태

의 EE 버전 지원
• 최신 버전의 오라클 DB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활용
*PDB:Pluggable Database

 Database Backup Cloud Service
• 데이터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리던던시 

(Redundancy) 정책을 사용
• RMAN을 사용해 백업 관리를 가시화하여 백업 및 복원 

작업이 원활

 mySQl Cloud Service
• 몇 번의 클릭만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신

속하게 프로비저닝

•관리 작업 자동화툴로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Big Data Cloud Service 

• 자동화되고 안전한 고성능 서비스로 Hadoop 및 Spark의 
기능 제공

• Oracle DB와 여러 기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와 완벽하게 통합

 Java Cloud Service
•편리한 운영관리(패치/백업 자동화)
•고급 Java 진단 기능 및 웹로직 Full 기능 제공
•DB 부하 경감을 위한 Data Grid 기능 제공

 Application Container Cloud Service
•Java 고급 진단 기능 제공 
•Developer Cloud Service 무료 제공 
•백업/패치 불필요

 Developer Cloud Service
•개발/배포 자동화, 이슈 추적 관리 가능 
•Oracle PaaS Application들과 연계 개발/배포
•잘 알려진 개발 툴과의 통합 연계

 Application Builder Cloud Service
•비개발자들도 쉬운 접근 및 개발 가능
•빠른 마케팅 대응/IT 부서의 작업 부하 감소

Ruby Python Perl Go

Java Node.js Oracle APEX Oracle REST
Data Services

oracle

mySQl
NoSQl

BiG
DATA

oracle DB mySQl NoSQl DB hadoop&Spark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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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대상 고객

•Oracle SaaS 사용 고객 
•Oracle SaaS 및 다양한 SaaS 서비스 사용고객

•SOAP 기반의 On-Premise 시스템과 연계(Integration)를 필요로 하는 고객

Oracle Integration Cloud Service(ICS)는 SaaS와 SaaS 서비스 간, SaaS와 On-Premise간 손쉬운 
통합을 제공하며, 미리 준비된 Integration을 이용하여 빠르게 배포 및 코딩 없이 클릭만으로 Integration 
구축이 가능합니다.

Integration

  integration을 위한 Self-Service 
 포털 제공

 Native Connectivity 제공
• Oracle SaaS 서비스 및 다양한 SaaS 서비스
•Oracle Messaging Cloud
•Generic SOAP Connectivity

 그래픽컬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기 구축된 integration 임포트 /  
 익스포트 기능 제공

 클라우드 기반의 고가용성, 확장성 제공

 mobile Cloud Service 
•용이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
•업무에 대한 빠른 모바일 적용

•비용 절감 및 개인화 서비스  

 internet of Things Cloud Service
•디바이스 가상화 및 통신의 단순화
•대규모 디바이스 스트림 관리 및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기존 응용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와 손쉬운 통합
•End-to-End 보안 

 integration Cloud Service
•100% 웹 기반에 손쉬운 연계 지향
•다양한 모니터링 및 에러 관리
•On-Premise, Cloud 모두 지원

•기업내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고객 
•기존 모바일 앱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고객 
•다양한 디바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고객

Platform as a Service 04Platform as a Service 03

Oracle Mobile Cloud Service는 기업 내 시스템과 연계된 업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표준화된 방법

으로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Integration Cloud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기업

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고 빠르게 통합하며, IoT Cloud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즈니스와 활용되고 있는 기업

의 각종 Devic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Mobile

22   |  23

mobile
•모바일 개발/운영 단순화
•신규 모바일 요건 수용
• 모바일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극대화

integration
• 클라우드 기반의 SaaS-to-SaaS, 

On-premise 통합
•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한 표준  

통합 플랫폼

internet of Things
• 비즈니스 이벤트 감지 및  

빅데이터 분석
•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간의  

적합한 통합

oracle integration Cloud Service

oracle Applications, SAP, 
Customer, legacy...

SaaS SaaS

특장점

대상 고객

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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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객

개요

 Documents Cloud Service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통합 관리 및 통제를 통한 비용 절감
• On-Premise 콘텐트 관리 시스템과 유연한 연계를 통한 내

부 통제 및 규정 준수가 가능한 유연성 확보
•풍부한 Rest API를 통한 손쉬운 업무시스템 통합
•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한 쉽고 빠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가능

   Sites Cloud Service  
• 사용자 경험(Experience)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멀티채널 

사이트 구축

•다양한 반응형 웹(Responsite Web)기반의 템플릿 제공
•Drag & Drop 기반의 쉬운 웹페이지 구축
• IT의 도움 없이 현업 사용자(예:마케터)의 빠른 정보 업데이

트 가능

   Process Cloud Service 
• GUI 기반의 WebForm 구성과 프로세스 디자인을 통한 손

쉬운 업무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가시성 확보를 위한 대시보드 제공
•신속한 리뷰/승인을 위한 모바일 앱 제공
•소셜 협업 및 문서 클라우드 연계를 통한 유연한 프로세스 진행

•파일 공유 및 멀티채널 협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고객

•모바일을 통한 업무 효율을 돕고자 하는 고객

•On-Premise 및 SaaS 환경의 콘텐트 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고객

•정보의 빠른 게시와 공유가 필요한 고객

•간단한 웹페이지(마이크로사이트)를 쉽게 빠르게 만들기 원하는 고객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간편한 프로세스 디자인 및 구현이 필요한 고객

Content & Experience Cloud Service는 효율적인 콘텐트 기반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개선과 정보 
교환 상호 작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내부 임직원 및 외부와의 협업을 위한 콘텐트 공유 및 동기화가 손쉽게 
가능 하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멀티채널(Multi-Channel) 서비스 지원 및 산재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통

합 운영 및 지원합니다.

Content & Experience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Cloud Service

•DevOps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성능 진단 
•애플리케이션 장애 해결 시간(MTTR) 단축
•End-to-End 애플리케이션 성능 대시보드

 log Analytics Cloud Service
•토폴로지 기반 로그 분석 
•머신 러닝 기반 비정상 상황 감지 
•대시보드를 활용한 실시간 운영 분석 

 iT Analytics Cloud Service
•IT 운영의 인사이트 확보 및 정확한 용량 계획 
•빅데이터 기반의 가용성 분석을 통한 예측 

•장기적인 애플리케이션 성능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infrastructure monitoring Cloud Service
•전체 IT 인프라를 위한 단일화된 모니터링
•단일 툴에서 모든 데이터센터 전반의 가시성 확보
• 여러 버전 및 공급업체 전반의 광범위한 기술에 대한 이기종 지원

•전체 인프라에 대한 로그 관리 및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문제 분석이 필요한 고객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다양한 기종의 인프라를 통합하여 모니터링하고 싶은 고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수집된 로그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상관분석이 필요한 고객

Oracle Management Cloud(OMC)는 단순 로그에서부터 복잡한 비즈니스 데이터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며 운영 및 비즈니스 인사이

트를 제공합니다.

Management
Platform as a Service 06Platform as a Servic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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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콘텐트 공유 및 다자 간 협업><멀티 채널 협업 및 콘텐트 콘텍스트 관리>        

Connections

SAAS
APPLICATIONS

Multi-Channel

Collaboration

Mobility ON-PREMISES

CuSTOM
APPLICATIONS

Context

Control

On-Premises

문제해결

상관관계분석

문제검색 및 알림

통합대쉬보드

Cloud

mANAGEmENT 
CloUD

Infrastructure 
Monitoring 

APM It Analytics Log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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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상 고객

특장점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ervice
• 데이터 적재, 모델링, 보고서 작성 등 분석을 위한 전체 과

정을 Self-Service 수행
• 분석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H/W, S/W, 교육 콘텐츠)를 

Cloud로 제공 

  Big Data Discovery Cloud Service
• Big Data 기술을 모르는 업무 담당자도 Hadoop 데이터를 

쉽게 분석, 시각화, 변경 등의 작업을 지원

  Big Data Preparation Cloud Service
• text, pdf, json 등으로 관리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머신 러

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정형화

  Data Visualization Cloud Service
• 누구나 쉽게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를 쉽게 조합하여 비즈니

스 인사이트 도출

•On-Premise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계정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통합계정 관리

• API-퍼스트 개발 방식으로 설계 및 개발되어, 관리자 맞춤형(Custom Homegrow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계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음

• SAML, SCIM, 오픈ID 커넥트 및 OAuth 2를 포함하는 보안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고객은 개방형 표준을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합 계정 관리가 필요한 고객

•직원 정보를 클라우드로 자동 동기화하여 클라우드 계정을 쉽게 관리하고자 하는 고객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Single Sign On이 필요한 고객

•고객, 파트너 등 사외 직원에 대한 계정 관리를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고객

Security

• Oracle Business Analytics Cloud Service는 모든 산업에 분석이 필요한 모든 업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 리스크 분석, 수익성 분석, 고객 분석, 상품 분석, 채널 분석, 지점별 성과 분석 등
- 통신 : Location Based Analytics, Traffic 예측, 수익성 분석, Fraud 분석 등
- 제조 : 경영진 대시보드, 성과 모니터링, 모바일 분석, 품질 분석, 비정형 분석 등
- 공공 및 서비스 :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VOC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Oracle Analytics Cloud Service는 Self-Service 기반의 분석 플랫폼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

형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usiness Analytics
Platform as a Service 08Platform as a Service 07

26   |  27

Oracle Identity Cloud Service는 On-Premise 시스템에 투자 없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포

괄적인 계정 관리 서비스(IAM)를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제공합니다.

ID Bridge

Customer On Premise

Oracle Public Cloud Other Clouds

Admin Access

User/Partner
Access

Apps

Oracle IAM or AD

Access 
Security

Workload 
Security

Oracle Cloud
Security

SynchronizedData Source Oracle Analytics Cloud Service Domain

Big Data Preparation
데이터 I/F

Database Cloud Service

ERP

Tr
an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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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hR 등

Customer loB

Product order

location etc

hierarchies

On-Prem or Cloud

대시보드

레포트

비정형 분석

Data 
Visualization

BI Cloud 
Service

DV Desktop

Admin Back up 권한 및 보안 Scheduling model 교육

Self-Service 
Modeling

Two way data
flows and 
Drill back

Day, 
Week, Month

Data I/F Tool for Cloud  

1.  Oracle BI Cloud Service 
 Data Sync 

2. Oracle SQL Developer
3. Oracle Data Load Utility
4. REST APIs
5. PL/SQL 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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