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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오라클은 4세대 빅데이터 아키텍처를 제공하며,  
고속통신(Infiniband) 환경에서 오라클 엔지니어드

시스템 Appliance간에 통합된 빅데이터 구성요소 
및 통합 기반을 지원합니다.

Oracle is the only vendor who has applied the 4th 

generation big data architecture into a fully integrated 

engineered systems stack that includes Hadoop, 

Data Discovery, Data Integration, Database, Analytics 

and an API App tier solution that comes pre-installed 

on appliances and pre-integrated via Infiniband 

connectivity.

Big Data Platform
03 |  Oracle Big Data Appliance
05 |  Oracle Big Data SQL
06 |  Oracle Big Data Connectors
07 |  Oracle Big Data Discovery

Analytics Solution
09 |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11 |  Oracle Data Visualization Desktop
12 |  Oracle Advanced Analytics
14 |  Oracle Real Time Decision

Big Data & Analytics Cloud Services 
15 |  Big Data & Analytics Cloud Services 개요
16 |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18 |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ervice

Data 
Services

Reports & 
Dashboards

Discovery

APIs
Oracle CAF & 

Stream Explorer

Analytics

Business
Intelligence

Data
Visualization

Data Streaming(NoSQL)

Data Platform(BDA, BDS, ODI)

Discovery Lab(Big Data Discovery)

Business
Data

Data Streams

Social/Log Data

Enterprise Data

Other Data 
Sources

Execution

Innovation
Advanced Analytics

01 Oracle Big Data Analytics Solutio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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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둡/NoSQL 클러스터 탄력적 확장
(Starter-Rack to Multi-Rack)

•   Starter Rack은 6대 노드 구성

•   Starter Rack에서 1대 단위의 노드 증설 지원

•   Full Rack은 18대의 노드로 구성, 별도 스위칭 장비 없이 
Full-Rack 18대 연결

•   IB 기반 40Gb 고속 통신 제공

고성능 저비용의 기업형 하둡 클러스터 솔루션

Oracle Big Data Appliance 

Big Data Platform
Agenda    

Oracle Big Data Appliance

01 Oracle Big Data Appliance 시스템 개요

02 시스템 주요 구성 및 장점 

Oracle Big Data Appliance는 엔터프라이즈급 하둡 및 NoSQL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고성능 플랫폼입니다. 하둡 생태계의 최신 기술과 

강력한 오라클 SQL을 결합하여 새로운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개발 

및 기존 관계형 데이터와의 강력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엔터프라이즈급 하둡의 선두-Cloudera 하둡 사전 최적화 제공   
•   Cloudera Enterprise-Data Hub Edition 기본 제공 

(별도 라이센스 부담 없음)

높은 운영 편의성
•    Mammoth를 통한 손쉬운 클러스터 전 영역 설치/패치/업그레이드

•    고가용성, 보안, 백업 자동화 기능 제공

•    인피니밴드를 통한 네트워크 병목 해결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고성능 Big Data SQL 지원)
•    오라클 SQL 하나로 모든 데이터(하둡, NoSQL, DBMS)를 활용 
•    하둡 데이터에 대한 오라클 보안 정책 적용

•    인피니밴드(IB) 기반 고성능 Big Data SQL 기능 지원

•   엔터프라이즈급 하둡 운영 시스템에 필요한 관리 기능 제공(설치/패치/업그레이드 자동화, 확장 편의성, 멀티 클러스터 구성 지원)
•   오라클과 클라우데라의 하둡 노하우를 밀겹합한 엔지니어드 시스템(OS/JVM/Hadoop/Network 전 영역)
•   Spark, Hive에서 SQL 기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능 제공(Oracle Table Access for Hadoop and Spark)
•   엔터프라이즈급 하둡을 별도 Subscription 비용 없이 제공

•   오픈 소스의 장점과 통합형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제공

•   하둡에 대한 강력한 보안 기능 built-in 제공(Kerberos, Sentry, Cloudera Navigator)

Oracle Big Data Appliance Software 개요

Oracle BDA는 오라클의 OS, Java 기술을 기반으로 Cloudera Enterprise Data 

Hub Edition을 제공(CDH Enterprise 최적화 + 오라클 추가 기능)

•   Oracle Linux    
•   Oracle JDK
•    Cloudera Enterprise – Data Hub Edition :

Cloudera Impala, Cloudera Search, Apache HBase & Apache Accumulo,
Apache Spark, Apache Kafka, Cloudera Manager(Cloudera Navigator, 
Cloudera Back-up and Disaster Recovery) 

•   Oracle Perfect Balance
•   Oracle Table Access for Hadoop Starter

Full

Multi-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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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세부 사항 X6-2 Full Rack X6-2 Starter Rack Elastic Configuration

Compute/Storage Nodes 18 6 1

Cores 792 264 44

Memory(GB) 4,608(4.5TB) 1,536(1.5TB) 256

Raw Storage Capacity(TB) 1,728 576 96

InfiniBand Leaf Switch 2 2

Starter Rack의 switch 사용InfiniBand Spine Switch 1 1

Ethernet Switch 1 1

소프트웨어 상세 항목

Operation System Oracle Linux 5 or Oracle Linux 6(6.7 with BDA 4.4)

Integrated S/W

Cloudera Enterprise 5 – Data Hub Edition with support for:
–  Cloudera’s Distribution including Apache Hadoop(CDH), Cloudera Impala, Cloudera Search, 

Apache HBase and Apache Accumulo, Apache Spark, Apache Kafka
Cloudera Manager with support for:
–  Cloudera Navigator, Cloudera Back-up and Disaster Recovery(BDR)
Oracle Perfect Balance
Oracle Table Access for Hadoop

Other

Oracle Java JDK 8
MySQL Database Enterprise Server – Advanced Edition*

Oracle R Distribution
Oracle NoSQL Database Community Edition(CE)**

Oracle Big Data Appliance Enterprise Manager Plug-In
* Big Data Appliance 내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 지원
** Community Edition에 대한 기술 지원은 별도 

Optional S/W
(추가 구매 필요)

Oracle Big Data SQL
Oracle Big Data Connectors
Oracle Audit Vault and Database Firewall for Hadoop Auditing
Oracle Data Integrator
Oracle Golden Gate
Oracle NoSQL Database Enterprise Edition
Oracle Big Data Spatial and Graph
Oracle Big Data Discovery

구분 Oracle DIY

하둡 종류 및 비용
Cloudera Enterprise 최상위 제품-Data Hub Edition 제공

(별도 라이센스 비용 없음)
엔터프라이즈 기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CDH Enterprise 

별도 구매 필요(해마다 라이센스 비용 발생)

최적화 새로운 하둡 버전별 최적화 제공 하둡 튜닝 및 인프라 전문가 비용 발생

고성능 네트워크 40Gb 고성능 Infiniband 제공(멀티랙용 포함) 1/10Gb 네트워크 구성, 멀티랙 구성 시 별도 비용 발생

기술 지원 Oracle One Vendor를 통한 기술 지원(24X7) 자체 해결 혹은 별도 계약(추가 비용 발생)

운영 편의성 높음(업그레이드, 패치 지원 툴 제공) 낮음(수작업으로 매번 진행)

오라클과 연계
하둡 및 Spark에서 SQL기반으로 오라클 DBMS에 

최적화된 실시간 연계 기능 제공
SQL 기반의 실시간 오라클 연계 기능 제공하지 않음

01 Oracle Big Data Appliance vs DIY Hadoop Cluster

02 시스템 주요 사양 

고성능 저비용의 기업형 하둡 클러스터 솔루션

Oracle Big Data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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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데이터베이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스킬 활용을 극대화하고 최신 하둡의 혁신적 기술 이용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고성능 SQL on Hadoop 
•  하둡 기반으로 모든 오라클 SQL 기능 제공

•  하둡 노드 로컬에서 SQL 질의 처리

하둡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손쉬운 데이터 통합
•    SQL 하나로 모든 데이터에 접근

•  하둡과 RDBMS의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 있는 조인

최적화된 하드웨어
•   하둡과 엑사데이터 간 고성능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Oracle Big Data SQL 기능 및 성능 제공 방식
오라클 Big Data Appliance 기반의 스마트 스캔

 하둡 클러스터를 Oracle DB처럼 사용

• 고급 질의 및 분석  
SQL의 모든 기능과 
고급 분석 활용

•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관계형, 하둡, NoSQL

• 안전성 높은 데이터 관리
모든 데이터에 대한 
단일화된 관리 체계 수립

• 가장 빠른 성능
전 플랫폼을 SQL 
처리 시 활용

•  응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응용프로그램 코드 
변경 필요 없음

Query Data in RDBMS,
Hadoop & NoSQL

지능형 질의 최적화Oracle SQL

HDFS
BDS Server

HDFS
BDS Server

Oracle Database
Storage Server

HDFS
BDS Server

HDFS
BDS Server

Oracle Database
Storage Server

01 Oracle Big Data SQL 개요

02 소프트웨어 특장점 

하둡 클러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 오라클 SQL을 사용

Oracle Big Data SQL

Big Data Platform
Oracle Big Data Appliance   

Oracle Big Data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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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Loader Hadoop  
•  병렬 고속 처리를 통하여 하둡 데이터를 DB로 적재

Oracle SQL Connector for HDFS
•   하둡에 있는 데이터의 이동 없이 Oracle DB에서  

Oracle SQL로 쿼리

Oracle R Advanced Analytics for Hadoop
•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R을 활용하여 고속 병렬 처리

Oracle XQuery for Hadoop
•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Xquery Language로 처리 

Oracle data Integrator Enterprise Edition
•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ODI(Oracle ETL Tool)를  

이용하여 GUI 기반으로 처리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5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하둡간의 Integration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R
ORAAH

R

R

BDA
ORAAH

XQuery 
for Hadoop

R Advanced 
Analytics 
for Hadoop

ODI EE

하둡 환경에서 데이터를 간편하게 처리Load Data into the Database

Oracle Loader
 for Hadoop

Oracle SQL Connector
 for HDFS

Use Case Production Database로 
빈번한 데이터 로딩

대량의 데이터 Bulk load

Functionality Hadoop의 
Data DB로 로딩

Hadoop의 Data DB로 로딩 
Hadoop의 Data DB에서 쿼리

Usability Hadoop Developers Oracle Developers

Input Type

다양한 Data Type : 
HBase, JSON files, 
Weblogs, Sequence 

files, Custom formats, 
etc.

Text(HDFS file, Hive table files)
OLH를 통해 생성된 Oracle Data 

Pump files

Performance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Hadoop Cluster에서 
Resource, Time 사용

빠른 로딩, DB CPU Resource 
사용량에 따른 Trade-off

f(X) Loadsf(X) f(X)

Transforms
Via MapReduce(HIVE)

Oracle Database

ActivatesOracle Data 
Integrator

Oracle 
Loader 
for Hadoop

01 Oracle Big Data Connectors 개요

02 소프트웨어 특장점 

하둡 시스템과 DBMS 시스템간의 데이터 통합을 손쉽게 처리하여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모두를 간편하게 분석

Oracle Big Data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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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Big Data Discovery는 하나의 제품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원시(Raw)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모든 작업은 사용자 중심 Studio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빠른 분석 성능을 위해 인메모리 검색 기반 데이터 처리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둡 Spark 엔진을 활용해서 데이터 변형 작업을 수행하며, 개인 소유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련 데이터를 찾고 정보로서의 
잠재적 가치 탐색 

Find and explore big data to 
understand its potential

데이터 정제, 변형, 첨가
Quickly transform and 

enrich it to make it better

새로운 가치(분석결과) 발견 및 공유
Unlock big data for anyone
to discover and share new value

Find Explore Transform Discover Share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분석 업무 프로세스 기반으로 개발된 솔루션이며, 
단일화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Spark 기반의 데이터 가공 처리

하둡+로컬 파일 데이터 혼합(Mash-Up)

D3기반의 풍부한 시각화 컴포넌트

In-Memory, Multi-Processing 기술

Hybrid Search-Analytics Engine 탑재

Endeca 데이터 탐색 엔진 사용

Studio
• Web UI : Find, Explore, Transform, Discover, Share

In-Memory Discovery Indexes
• DGraph : Search, Guided Navigation, Analytics

Data Processing, Workflow & Monitoring
•  Profiling : catalog entry creation, data type &  

language detection, schema configuration
• Sampling : Dgraph(index) file creation
• Transforms : >100 functions
•  Enrichments : location(geo), text(cleanup, 

sentiment, entity, key-phrase, whitelist tagging)

Self-Service Provisioning & Data Transfer
• Personal Data : Upload CSV and XLS to HDFS

Oracle Big Data Discovery Workloads 기술 특장점

Hadoop Cluster
(BDA or Commodity 

Hardware)

BDD node

Name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Data node

Hadoop 
2.x

Metadata
(HCatalog)

Workload 
Mgmt
(YARN)

File System
(HDFS)

01 Oracle Big Data Discovery  개요

02 솔루션 주요 구성 및 특장점

하둡 데이터 분석 시각화 솔루션

Oracle Big Data Discovery

Big Data Platform
Oracle Big Data Connectors

Oracle Big Data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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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   하둡 데이터 검색 및 유도 네비게이션 
(Search and guided navigation)

•   분석 프로젝트 생성 및 관리 
(Project based analytics)

•   데이터셋 요약 및 추천 
(Data set summaries and recommendation)

•   작업자 소유 데이터 셀프서비스 적재 및 데이터 혼합
(Self-service provisioning and mash-up)

Explore

•   데이터 속성 시각화 
(Visualize all attributes by type)

•   정보 가치가 높은 순서로 데이터 속성 정렬 
(Sort attributes by information potential)

•   데이터 속성 품질, 분포, 특이값 파악 
(Attribute statistics, data quality and outliers)

•   데이터 속성 관련성 찾기 
(Scratch pad to uncover correlations between attributes)

Transform

•   직관적이고 사용자 중심 데이터 변형 작업 
(Intuitive, user driven data wrangling)

•   강력하고 풍부한 데이터 변형 함수 
(Extensive library of powerful data transformation and enrichments)

•   변형 결과 미리보기, 취소, 반영 그리고 반복 
(Preview results, undo, commit, and replay)

•   샘플 데이터 테스트 후 전체 데이터에 적용 
(Test on sample data apply to full data set in Hadoop)

Discover

•   다양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조인 
(Data join and blending)

•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분석 페이지 생성 
(Compose pages via drag and drop)

•   검색과 유도 네비게이션을 통한 분석 
(Powerful search and guided navigation to ask questions)

•   다양한 시각화 차트 통해 새로운 패턴 확인 
(See new patterns in rich,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s)

Share

•   작업중인 프로젝트 내용, 북마크, 스냅샵 공유 
(Share projects, bookmarks and snapshots with others)

•   갤러리를 만들고, 분석 스토리 전개 
(Build galleries and tell big data stories)

•   작업 내용 공유 및 협업 
(Collaborate and iterate as a team)

•   작업 결과 다른 분석 툴에서 사용하도록 공개 
(Publish blended data to HDFS for leverage in other tools)

하둡 데이터 분석 시각화 솔루션

Oracle Big Data Discovery

03 솔루션 주요 기능



Big Data Platform / Analytics Solution  09

IT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Upgrade

용이한 관리 및 낮은 TCO

In-Memory 성능 개선

UI 개선

모든 기능 Mobile 제공

Advanced Analytics 탑재

Big Data Source 지원

•   TCO 절감  
설치, 구성, 운영을 하나의 파일로 관리

•   손쉬운 업그레이드  
Upgrade Utility 제공

•   높은 ROI for IT & 현업 User

•   UI & UX 획기적 개선

•   Advanced Analytics 기능을  
Pre-built Function으로 제공  
개발 불필요

•   DB In-Memory Option 탑재

•   Make Everything Mobile

•   빅데이터 소스 추가
하둡, Spark, Cloudera Impala

•   Cloud와 On Premise 동일한 Software 제공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Enterprise Edition 12c(OBIEE 12c)는 ‘Complete, Integrated, Open’ Architecture의 통합 BI &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으로서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 사용이 용이한 UI와 대용량 분석에 최적화된 구조, 대용량 In-Memory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EN
TE

RPRISE ANALYTIC FOUNDATIO
N

PREBUILT . CUSTOM .  EMBEDDED

COMMON
ENTERPRISE

INFORMATION
MODEL

모바일

KPI 스코어카드

정형보고서

MAP BI

BI 포탈

오피스 통합

In-Memory

시각화

대화형
대시보드

비정형
질의 / 분석 BUSINESS INTELLIGENCE

통합 BI 기능과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솔루션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12c

01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Enterprise Edition 12c 개요

02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Enterprise Edition 12c 개선 사항

Big Data Platform
Oracle Big Data Discovery

Analytics Solution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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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User가 직접 원하는 데이터와 

Component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로 구성

•   풍부한 Visual Component를 제공하여 데이터 

특성에 맞는 가시성 높은 화면(View)을 구현

•   DB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쉽게 통합 분석 

(Data Mashup)

•  BIEE 메타데이터 공유(RPD)

•  경쟁 제품보다 50% 적은 Click으로 시각화 가능

Data Visualization은 데이터 시각화와 Discovery를 위해 12c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업계 최대인 3TB의 대용량 데이터를 In-Memory로 제공하여 ‘생각의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   3TB RAM으로 In-Memory 분석

•  Oracle DB Enterprise Edition + In-Memory Option

•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In-Memory에  

올려놓고 분석

•  EDW DB에 Data Mart 불필요

•  DW Schema 변경없이 성능 극대화

•  In-Memory Cache 자동 최적화 관리 기능 제공

•  낮은 TCO, Cost effective한 구축 비용

•  타 3rd Party 솔루션도 지원하는 In-Memory

03 빅데이터 분석과 Self-Service 분석을 위한 Data Visualization

04 Extreme Performance를 제공하는 대용량 In-Memory 분석 기능

통합 BI 기능과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솔루션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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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ata Visualization Desktop은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PC 환경에서 IT의 도움없이 데이터소스(엑셀파일,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에 직접 접속하여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숨겨진 패턴이나 트랜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원하는 분석 리포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Self-

Service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각화 솔루션입니다.

Visual
•  풍부하고 직관적이고 상호적 시각화

Easy
•   Drag & Drop 방식의 데이터 업로드 및  

분석 리포트 작성

Fast
•  유연한 데이터 탐색 및 빠른 응답 속도

Smart
•  자동화된 데이터 결합 및 추천 시각화

이야기 중심의 시각화
인사이트를 발견한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어 담당자들과 공유

직관적/상호적 분석
쉽고 간단한 조작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필터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분석화면 생성

스마트 패턴 분석
자유로운 데이터 선택 및 선택된 데이터에 대해  

다른 분석화면도 동일하게 자동 선택 적용 및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빠르게 패턴 발견

자동 시각화 추천
선택한 데이터 항목에 가장 적합한 시각화 요소  

자동으로 제공

고품질 
시각화

온라인 쇼핑처럼 분석
전문적 IT지식없이 검색, 탐색적 네비게이션, 

시각화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쉽게 분석 

쉬운 데이터 업로드
원하는 분석을 바로 시작 가능

(파일 선택, 미리보기, 분석)

간단한 데이터 혼합
새로운 관점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결(Join)하며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혼합(Mash-Up)할 수 있음

쉬운 데이터 탐색
별도의 세팅없이 화면에 보이는 모든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피벗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손쉬운 데이터 탐색이 가능

셀프서비스 
분석

다양한 소스 시스템
On-Cloud(Oracle SaaS)와 On-Premise(Oracle 

BI, Oracle Database, TERADATA, MySQL, 

DB2, Spark, Microsoft SQL Server, Redshift, 

Hive, Impala, MongoDB, Sybase IQ)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사용 할 수 있음

고급 통계 분석
직관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Oracle R Enterprise와 

Cran R 패키지와의 연동으로 고급통계 분석 지원

다양한소스 및 
고급 통계 분석

01 Oracle Data Visualization Desktop 개요

02 솔루션 주요 특징 및 기능

Citizen Data Scientist를 위한 Self-Service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각화 솔루션

Oracle Data Visualization Desktop

Analytics Solution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12c

Oracle Data Visualization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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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dvanced Analytics는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최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인 Exadata가 

제공하는 성능적 기대치를 Oracle Advanced  

Analytics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이동 없이 고급분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  고객 행동 예측 
•  Cross/Up-sell 기회 분석
•  마케팅 캠페인 반응률 
•  고객 이탈 방지 

•   Market Baskets 분석을 통한  

연관성 및  패턴 발견
•  보험사기 방지
•  수요 예측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In-Database 데이터 마이닝과 통계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Data & Business Analysts

SQL Developer R Client

R Programmers Business Analysts / Mgrs

OBIEE

Domain End Users

Applications

01 Oracle Advanced Analytics 개요

02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Insights와 예측정보 제공

03 분석 시스템의 Simple 아키텍처

고급 통계 분석 솔루션

Oracle Advanced Analytics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Oracle Advanced Analytics - Database Option
SQL Data Mining & Analytic Functions + R Integration

for Scalable, Distributed, Parallel in-Database ML Execution

R

Oracle Database 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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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Data Scientists, 비즈니스 분석가, IT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접근환경 

05 낮은 TCO

Analytics Solution
Oracle Advanced Analytics

SQL, PL/SQL and R APIs   

•   R로 구현한 알고리즘을 SQL API을 통해 임베딩할 수 있으며, R 사용에 익숙한  

Data Scientist는 R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Graphical User Interfaces

•   Oracle SQL Developer의 Data Miner를 이용, 

Drag & Drop으로 In-Database  

데이터 마이닝 모형을 개발/적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Services :
Data Mining
XML DB
Scheduler
Text

Mining Models
Tables/Views

USERS

Data Miner
Repository

ODMRSYS

SQL Functions
PREDICTION/PREDICTION_PROBABILITY

PL/SQL Packages
DBMS_DATA_MINING

SQL and PL/SQL

SQL Developer
Data Miner

SQL
PL/SQL

Client R Engine

Database
Server
Machine

SQL Interfaces
SQL Plus

SQL Developer,...ORE Packages

Oracle Database

R R R R

User Tables In-db Stats

R

•   데이터가 존재하는 DB에서 바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Save Time)

•   이로 인해 분석서버에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Eliminate data duplication)

•   분석서버를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separate analytical server)

Data Import

Data Extraction

Data Preparation
and Transformation

Data Preparation
and Transformation

Model "Scoring"

Model Building

Embedded Data Preo

Data Preparation

Model "Scoring"

Model Building

Source 
Data

Dataset
s/Work
Area

Analytic
at 

Process
ing

Process
Output Target

Traditional Analytics Oracle Advanced Analytics

Savings

Secs, Mins or HoursHours, Days or Week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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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Learning 기반의 개인화 추천 솔루션

Oracle Real Time Decision

01 Oracle Real Time Decision 개요

02 솔루션 주요 특징 및 기능

Oracle RTD는 비즈니스룰과 Self-Learning기반의 예측모델이 결합된 ‘개인화 추천 솔루션’입니다.  

자동화된 Insight
•   고객속성분석, 예측모델 Quality 분석, 트랜드분석, Best Fit 등 추천 결과에  

대한 자동화된 보고서 제공

Self Learning
•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속성이 Data Age 변화에 따라 예측모델이  

자동 & 실시간 Update 됨

•  고객의 Interaction으로부터 주요 상관관계 Machine Learning으로 획득

실시간 개인화 추천
•  Self-Learning 결과와 Rule을 결합하여 추천서비스의 정확도 향상

•  Multi Channel 지원

Self
Learning

실시간
개인화 추천

자동화된
Insight

마케팅 목표 설정

Supply All Relevant Data

자동화된 개인 추천

추천 반응(수용여부) 즉시 확인 

모델 학습 및 최적화

자동화 마케팅 목표 반영

Self Learning 기반의 실시간 모델 업데이트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예측 정확도 증대

•   Scoring 시 예측모델에 의해 계산된  
‘구매가능성’외에 마케팅 우선순위, 수익 비용 반영

•   각 Segment별 차별화된 목표 적용

•   ‘고정 모델 기반의 추천 방식’은 일정수준의 고객 
반응률만 유지됨(지속적인 Manual Update 필요)

•   RTD는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예측모델이 정교해져서 
고객반응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함

•   추천에 대한 고객 반응 결과를 바탕으로 Model 자동 갱신
•   변화에 따른 빠른 반응
•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학습의 정확도가 높아짐

External
Models
and lists

모델 실시간 학습 고객 접촉

요청

추천

반응(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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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Solution
Oracle Real Time Decision

Big Data & Analytics 
Cloud Services

01 Big Data & Analytics Cloud Services 소개

오라클은 빅데이터 수집, 가공, 디스커버리, 시각화, 분석의 전 영역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라클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치

Big Data & Analytics 관련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Business Analytics

Data Management
& Integration

Faster ProvisioningFast

Variety Mgmt OptionsFlexible

Instance Create with 
Few Clicks

Simple

Built on Open StandardsStandard

DATA
MANAGEMENT

CONTENT &
PROCESS

IT OPERATIONS
MANAGEMENT

IDENTITY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MOBILE

INTEGRATION

APPLICATION
DEVELOPMENT

CLOUD PLATFORM

Big Data Discovery
Cloud Service

CLOUD

Data Visualization
Cloud Service

CLOUD

Big Data Preparation
Cloud Service

CLOUD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ervice

CLOUD

Golden Gate
Cloud Service

CLOUD

Big Data SQL
Cloud Service

CLOUD

Database
Cloud Service

CLOUD

NoSQL Database
Cloud Service

CLOUD

Big Data
Cloud Service

CLOUD

Big Data & Analytics Cloud Services 개요



16  Oracle Big Data

신속하고 안전하고 탄력적인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01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개요

03 빅데이터를 위한 오라클의 클라우드 플랫폼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는

•   업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최적화된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과 워크로드가 순쉽게 운영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몇 번의 클릭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성됩니다. 

•   하둡, NoSQL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Oracle SQL로 조회하는  

Oracle Big Data SQL Cloud Service를 포함합니다.

02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강점

•   Oracle Big Data Appliance와 동일한 기능과 성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

•   오라클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매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음

•   하둡 컴포넌트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업그레이드로부터 해방

•   빅데이터 환경 운영 및 개발의 End-to-End 툴 제공

BIG DATA
CLOUD

Data 
Integration

Big Data 
Preparation

Exadata
Database

Big Data 
SQL

Big Data 
Discovery

BI Service
DATA FACTORY

INTEGRATE INNOVATE

SIMPLIFY

DATA MANAGEMENT

DATA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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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 Analytics 
Cloud Services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글로벌 #1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 하둡 제공

•   하둡의 표준으로 인식되는 클라우데라 하둡을 최적화된 형태로  
안정적 기술 지원

•   확장 시 하둡 배포판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적 구조

보안을 강조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PCI 컴플라이언스 인증받은 검증된 기술 제공(인증, 권한부여, 감사, 암호화)

•   데이터 혈통 분석, 보안에 취약한 로그 파일에 민감한 데이터 변조 기능 제공

기존 Application 수정이 필요 없는 통합 조회 기능 제공 

•   기존 응용프로그램의 Oracle SQL 수정 없이 하둡에 있는 데이터와  
통합조회, 분석 제공

•   사용하기 쉬운 하둡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지원

운영 편의성이 높은 하둡 클러스터 제공

•   하둡 클러스터 운영 시 중요한 업그레이드, 패치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전용 툴 제공(Mammoth)

•   하둡, OS, JVM, 네트워크, 펌웨어 등 일괄 업그레이드/패치 적용

Web GUI를 통한 관리 편의성 극대화

•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End-to-End 관리 UI 제공

•   Log나 Event Data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Interface제공

초고성능 네트워크 기반(40Gb)으로 
다양한 신기술, 업무 부하에 대응

추가 확장 최소화하는 
충분한 물리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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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플랫폼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ervice

오라클 BI Cloud Service는 전 세계 수백만의 사용자에 의해 검증된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과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Oracle Database를 근간으로 개발되어진 Cloud Service입니다.

01 Oracle BI Cloud Service 특징

검증된 분석서비스
•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OBIEE(Oracle Business  

Intelligence Enterprise Edition)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Cloud 서비스

분석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Cloud로 제공
•   분석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BI 소프트웨어가  
모두 Cloud로 제공됨

Advanced Self-Service
•   분석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적재, 분석모델링 영역까지  

Self-Service가 가능하도록 구성

Data Visualization
•   사용자는 복잡한 데이터의 조합과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데이터의 패턴 및 특이 사항을 탐색

Mobile
•   추가적인 개발 작업 없이 모바일 환경 구성 : 안드로이나 iOS  
디바이스에서 Oracle BI Mobile App을 다운받아 사용

”분석시스템을  
IT의 도움 없이 
우리부서에서 직접 
구축할 수 있을까?”

“당장 업무에 적용해야 
하는데..수 일 내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고객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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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 Analytics 
Cloud Services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Cloud Service

02 고객 및 주요 도입 효과

•   세계 2위의 Fast Food 체인점으로 네덜란드 사무소에 도입

•   도입효과 : IT부서의 도움 없이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재무데이터 분석, 수작업 시간 감소 
(주당 100시간 이상 감소), 데이터 보안, 데이터 정확성, 분석 품질 향상됨

•   세계 5위의 Global 건설(개발) 회사

•   도입효과 : 수 일 만에 분석 리포트 개발 완료, PDF로 제공되는 리포트를  
Oracle BICS로 모두 대체

•   선도적인 페이먼트카드 회사로 재무데이터 분석 용도로 BICS 도입

•   도입효과 : CRM, Hyperion, 기타 기간계 시스템의 데이터를 직접 인터페이스하여  
모바일 대시보드 구축

이미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BICS를 도입하여 Analytics Transformation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시 1년 만에 450여 고객 확보

BICS는 빠른 구축 기간, Self-Service, TCO 등의 장점으로 여러 고객사의 Analytics Transformation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빠른 구현 / 신속성

Self-Service / 사용편이

IT 비용절감 / 낮은 TCO / Oracle이 관리 주체

Start Using Cloud / Sandboxing

Modernization

모바일

Shared Vision

정합성 높은 정보

시각화

[BICS 고객대상 설문] ORACLE BICS의 도입 이유는?

Hybrid BI Cloud
Public Cloud

Oracle BICS
Private Cloud

Oracle BI 12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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