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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오라클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Oracle Technology Network
http://www.oracle.com/technology/global/kr/index.html

한국오라클 OTN

한국오라클 OTN은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의 개발에 필요한 모든 오라클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오라클 최신 정보 및 

기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샘플 코드, 매

뉴얼, 포럼, 세미나 등을 제공하며 회원제 

운영

Oracle Monthly Newsletter
http://www.oracle.com/global/kr/newsletters/index.html

오라클 월간 뉴스레터

매 달 가장 이슈가 되는 오라클 소식과 제

품 가이드, 고객 사례 등을 전하는 뉴스레

터로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e-mail로 받아 

볼 수 있음

Oracle Learning Network
http://www.oracle.com/kr/education/

한국오라클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  한국오라클 교육센터의 교재를 이용하

여 담당강사가 직접 개발, 특히 강사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관련 학

습 컨텐츠에 직접 링크되어 있는 양질의 

질문 및 답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학습 효과를 극대화 

• 팝업 스타일의 교재 내 전문용어 링크 기

능 등을 통해 사용자 편리성도 높임

Oracle's Technology Newsletter
http://www.oracle.com/technology/global/kr/technology_newsletter.html

오라클 테크놀리지 뉴스레터

개발자와 아키텍처를 위한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뉴스레터로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e-mail로 받아 볼 수 

있음

• Oracle's Dev2Dev Newsletter
• Oracle's Arch2Arch Newsletter
• Oracle's Dev2DBA Newsletter

Oracle AppsNet
http://www.oracle.com/appsnet/

온라인상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  Oracle Application Knowledge, 최신 

제품 및 산업 동행 정보, implementation 

/User Tips 등의 자료 제공

•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컨설팅, 지

원 및 교육 서비스와 오라클 협력사 등으

로부터 Oracle E-Business Suite에 대

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Oracle Magazine
http://www.oracle.com/global/kr/magazine/index.html

오라클 매거진 온라인

최신 기술 트렌드와 오라클의 뉴스를 전달

하는 오라클 코리아 매거진뿐만 아니라, 오

라클 본사에서 발간하는 오라클 매거진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라클코리아 매거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오라클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66호 독자 설문 이벤트 당첨자(레이져 포인터 펜,선착순 30명)

백진호  | 대신네트웍스㈜ 김광수  | 두산건설㈜ 박정용  | ㈜에즈웰 김종대  | 동부저축은행 장명석  | 포스코 

김동현  | 교보핫트랙스 한정현  | 다이소 정보기술 김시웅  | 농수산홈쇼핑 현규원  | ㈜에이블씨엔씨 이기찬  | 신원  (외 20명)

✽독자 설문 EVENT 당첨자 발표

 ● 보내주실 곳 

 전화   |   감상커뮤니케이션 _ 02-4120-0056   

 이메일   |   direct_kr@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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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고, 귀사의 테라데이터를 폐기하십시오

보다 많은 정보는 oracle.com/savetheplanet 을 방문하십니오

아시아지역 테라데이터 최대 고객사 사례

36개의 테라데이터랙 3개의 엑사데이터랙

10배 에너지 사용 8배 빠른 속도

엑사데이타로
테라데이터를
교체하십시오

PRODUCTION NOTES

Fonts: Univers LT Std. 75 Black, 65 Bold, 55 Roman, 45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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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examine these publication materials carefully.  
Any questions regarding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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