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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은 지난 1월 20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오라클 DBaaS(Database as a Service) 전략 소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솔루션사업전략을발표했다.장성우 한국오라클 DB사업부 본부장은“기존 오라클이제공했던소프트웨어(SW)를라
이선스구매뿐아니라클라우드를통해임대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등클라우드사업을강화할것”이라며“DB도프라이빗과퍼블릭클라
우드서비스형태로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국오라클, DBaaS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을 적극 공략

한국오라클, 클라우드 DB 사업 본격화
라이선스 구매와 임대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맞춤형 솔루션 제공

한국오라클(www.oracle.com/kr)은 DBaaS(Database as a Service) 사

다. A 회사 내부의 클라우드 운영과 거래는 데이터센터가 총괄하고 오라

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

클은 초기 구축 단계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 회사는 모든 계

혔다.

열사에 동일한 DBaaS 등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면서, 데
이터 인프라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오라클 DBaaS 는 기존 오라클 DBMS 와 동일한 품질의 솔루션으로, 일
반적인 DBaaS 서비스가 단순 DB 기능만을 제공하는 반면 오라클 DBaaS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DB 인프라 자원을 빌려준다. DB 를 설치형

는 상용 레거시 DB 기능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DB 인스턴스에 대한 완전

으로 이용하면 고객 환경에 따라 설정을 바꿔줘야 하고 백업, 모니터링

한 제어와 모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기존 오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은 이러한 수고를 덜어준

라클 DBMS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 한국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업부 장성우 전무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는 서로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자유롭게 혼합해서 사용

오라클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힘을 쏟아 DB 를 프라이빗, 퍼블릭,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라클은 DB 가 핵심 제품인 만큼 DBaaS도

하이브리드 형태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

경쟁사보다 안정성이 높고 서비스 종류가 더 다양하다”라고 자신했다.

다.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DBaaS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 전무는 “현재 기업들은 IT상황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A 회사에는 수십개의 계열사가 있고, 데이터

로 변하고 있다”며 “소비의 주체가 되는 20~30대를 대응하기 위해 각 기

센터가 있다고 할 때, 각 계열사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 데이터센터

업의 IT부서는 기존 방법을 버리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IT전

는 각 계열사에 있는 정보를 모아준다.

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전무는 기존 기업들의 SW 도입 과정
이 '발주·구축·안정'의 3단계로 진행됐으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

오라클은 A 회사에 클라우드 관리 기술과 구축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A

게 변하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한 만큼 비

회사의 데이터센터는 계열사에게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용을 내는 서비스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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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은 데이터베이스를 프라이빗, 퍼블릭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

루션의 차별화된 안정성과 보안성 및 편리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보다

드로 이전함으로써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우수한 성능과 효율성을 적극

쉽고, 안전하게 자사의 클라우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활용해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오라클은 오라클 DBaaS 솔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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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DB,
오라클 독점 국내 시장서도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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