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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한국오라클(대표 김형래)은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본사에서 정형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라클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Oracle Analytics Cloud)’설명회를진행했다.이날행사를위해방한한 쉬리다 자야쿠마르오라클AP 비즈니스분석디렉터는“신제품은데이
터마이닝팀이나 전문가에의뢰할 필요 없이,사용자들이손쉽게대시보드와 추출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경쟁사와 달리해당 서비
스에필요한모든자원을오라클이가지고있으며,관리하고있어높은보안성과안정성을제공한다”고말했다.

오라클, “모바일 대응·셀프서비스·클라우드가 BI 핵심”

한국오라클, 모바일 특화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출시
오라클,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부문 강화

한국오파클이 기존의 정형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새로 업데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트된 ‘오라클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를 발표했다. 오라클 애널리틱스 클

·임베디드 트랜잭셔널 애널리틱스

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 기업의 모든 데이터의 수집, 저

·크로스 소스 분석

장, 분석을 지원하며, 오라클의 Cloud 애플리케이션에 임베디드돼 실시

·빅데이터 서비스

간 리포팅과 깊이 있는 교차 분석 또한 제공한다.

·빅데이터 디스커버리 서비스

오라클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는 간편한 모바일 접근과 셀프서비스 기반

특히 경쟁 서비스와 차이점은 IT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 담당자들

분석을 제공하고, 추가 개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고 통찰력을 분석

도 쉽게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로 모든 기능을 구현 가

할 수 있다.

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기존 오라클이

오라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Oracle Business Intelligence)와 데이터베

출시한 기업용 솔루션과 연동되며, 5~6주면 구축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이스 기술,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구동되는 오라클 애널리틱스

분석 서비스는 기업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IT 담당자들은 빅데

클라우드는 대규모 확장성, 고가용성, 최신 보안 상태, 효율적인 운영 환

이터 분석 프로젝트 상에서 협업하고 가치실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도

경을 지원한다.

와준다.

‘오라클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 기업의 데

자야쿠마르 총괄 디렉터는 “최근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트렌드 자체

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

가 바뀌고 있다”며 “모바일의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셀프 서비스에 대한

션에 포함돼 실시간 리포팅과 교차 분석기능도 제공된다. 애널리틱스 클

요구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클라우드는 물론 온프라미스 형태까지 모두

라우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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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은 물론 업무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모

자야쿠마르 총괄 디렉터는 “오라클의 목표는 고객에게 비즈니스 가치의

바일에 대한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결국 어떤 누구에게 문의를

실현과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쓸 수

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있고 모든 애널리틱스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라클 애널리틱

업무가 가능했으면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 클라우드가 가진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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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모바일 대응 셀프서비스가 BI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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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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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모바일 특화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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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셀프서비스·클라우드,
BI 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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